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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သိမွတ္ဖြယ္ရာမ်ား

교재 길잡이 ဖတ္စာအုပ္ လမ္းညႊန္

이 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된 『한국어 표준교재 개정판』을 집

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책입니다. 특히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현지의 언어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개발한 자가학습 교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재의 앞부분에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ဤ ဖတ္စာအုပ္သည္ EPS-TOPIK စာေမးပြဲအတြက္ ျပင္ဆင္ရာတြင္ အေထာက္အပ့ံျဖစ္ေစရန္ ရည္ရြယ္၍ 
ေရးသားထုတ္ေဝထားေသာ “ကုိရီးယားဘာသာစကား အေျခခံဖတ္စာအုပ္(ျပင္ဆင္ခ်က္)” ကုိ အိမ္တြင္  
အိမ္တြင ္ကုိယ္တိုင္ကိုယ္က် ေလ့လာႏုိင္ေစရန္ ျဖည့္စြက္ေရးသားထားသည့္ စာအုပ္ျဖစ္ပါသည္။ 
အထူးသျဖင့္ ျမန္မာလူမ်ဳိးမ်ား ကိုရီးယားဘာသာစကားကုိ အလြယ္တကူ စိတ္ဝင္စားဖြယ္ သင္ယူႏုိင္ေစရန္ 
ျမန္မာဘာသာစကားႏွင့္ ျမန္မာ့လူမႈပတ္ဝန္းက်င္၊ ယဥ္ေက်းမႈတို႔ႏွင့္ ကုိက္ညီေအာင္ ျပင္ဆင္ထားသည့္ 
ကုိယ္တိုင္ေလ့လာမႈ အေထာက္အကူျပဳ ဖတ္စာအုပ္ျဖစ္သည့္အေလ်ာက္ သင္ခန္းစာ၏ အေရွ႕ပုိင္းတြင္ ကုိရီးယားႏွင့္ 
ျမန္မာဘာသာစကား၏ ျခားနားခ်က္မ်ားကုိ အက်ဥ္းအားျဖင့္ မိတ္ဆက္တင္ျပထားပါသည္။

이 교재는 현지에 한국어 교육기관과 한국어 교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고서의 역할을 하는 친

절한 교재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지 환경을 고려하여 익힘책의 기

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EPS-TOPIK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교재는 가상의 

교사를 설정하여 학습 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한글 익히기’ 단원과 과마다 수록되어 있는 문법 항목

에 대한 설명은 미얀마어로 녹음을 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부록에는 어휘 목록 및 동사

와 형용사의 활용표를 제시하여 편리함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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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စ္ဆင့္တက္၍ EPS-TOPIK စာေမးပြဲအတြက္ ၾကိဳတင္ျပင္ဆင္ႏိုင္ေစရန္လည္း ရည္ရြယ္ဖြဲ႔စည္းထား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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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မ်ား၏ အသုံးျပဳပံုမ်ားကုိ တင္ျပ၍ လြယ္ကူစြာ ေလ့လာႏုိင္ေစရန္ ၾကိဳးပမ္းထား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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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휘 ေဝါဟာရမ်ား

교재에 제시된 어휘를 학습을 염두에 두고 어휘의 특성(유사한 의미군, 유의어, 반

의어 등)을 고려하여 재배열한 후에 미얀마어와 함께 제시였습니다. 교재에 수록

된 어휘 연습 문제 외에도 여백이 허락할 경우 추가로 문제를 실었습니다.  

သင္ခန္းစာတြင္ ပါဝင္ေသာ စကားလုံးမ်ားကုိ အလြယ္တကူ သင္ယူႏိုင္ေစရန္အတြက္ 
စကားလံုး၏ 
ထူးျခားခ်က္(အဓိပၸါယ္ ဆက္စပ္မႈ၊ ဆင္တူမႈ၊ ျခားနားမႈ စသည္)မ်ားကုိ 
ထည့္သြင္းစဥ္းစား၍ စာလုံးစဥ္ ျပန္စီကာ ျမန္မာဘာသာျဖင့္ ေဖာ္ျပထားျပီး 
စာမ်က္ႏွာအပိုမ်ားတြင္ သင္ခန္းစာတြင္ မပါရွိေသးေသာ  စကားလုံးအခ်ဳိ႕အတြက္ 
ေလ့က်င့္ခန္းမ်ားကိုလည္း ထည့္သြင္းထားပါသည္။

ဒါကေတာ့ ကိုရီးယားမွာရိွတဲ့ ခရီးသြားစရာ ေနရာေတြ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လးေ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정답  1) 사람들이 친절하다   2) 아름답다  3) 유명하다   4) 경치가 좋다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အာက္က 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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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Fill in each blank with the expression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어 보다.’

제주도에 가 봤어요.
보기

1)  바다에서 .

2)  불고기를 .

3)  한복을 .

4)   김치를 .

1) 3)2) 4)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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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17과_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45

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 보다

‘ㅏ, ㅗ’가 아닐 때: -어 보다

‘하다’가 있을 때: -해 보다

1)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아니요, 안 가 봤어요.

2) 가: 전주비빔밥을 먹어 봤어요?

나: 네, 먹어 봤어요.

3) 가: 투안 씨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나: 아니요.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어휘 1 여행지 Tourist attractions

문법 1 -아/어 보다

산 동굴 폭포 호수
mountain cave fall lake

유적지 민속촌 놀이공원 드라마 촬영지
historic site folk village amusement park fi lm (K-drama) shooting location

강 바다 섬 온천
river sea island hot spring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beautiful famous to have a great scenery people are kind/nice

-아/어 보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one’s experiences.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ㅏ 
or ㅗ, -아 보다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 보세요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 해 보다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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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မစ္ 

바다
ပင္လယ္

섬
ကြ်န္း

온천
ေရပူ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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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သမိုင္းဝင္ေျမ

민속촌
တုိင္းရင္းသားေက်းရြာ 

놀이공원
ကစားကြင္း

드라마 촬영지
ရုပ္ရွင္ရိုက္ကြ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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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 보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one’s experiences.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ㅏ 
or ㅗ, -아 보다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 보세요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 해 보다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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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다
လွပသည္

유명하다
နာမည္ေက်ာ္ၾကားသည္ 

경치가  좋다
ရႈခင္းလွသည္

사람들이 친절하다
လူေတြက ေဖာ္ေရြသည္

산
ေတာင္

동굴
လိႈဏ္ဂူ

폭포
ေရတံခြန္

호수
ေရကန္

어휘 1  ေ၀ါဟာရ ၁ 여행지 ခရီးသြား ေဒသ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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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화 စကားေျပာစာပိုဒ္မ်ား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 앞에 대화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제

시하였습니다. 본문은 미얀마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문에 사용된 어휘 및 표현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예문과 함께 미얀마어로 제시하였습니다. 본문 학습 후에는 

스스로 본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내용 확인 문제를 제시하였습

니다.

အျပန္အလွန္ စကားေျပာသည့္ စာပိုဒ္မ်ားတြင္ အေၾကာင္းအရာကုိ အလြယ္တကူ 
နားလည္ႏုိင္ေစရန္အတြက္ ေနာက္ခံအေျခအေန ရွင္းလင္းခ်က္ကုိ ထည့္သြင္းထားျပီး 
စကားေျပာဝါက်မ်ားကိုလည္း ျမန္မာဘာသာျဖင့္ ဘာသာျပန္ဆို၍ ေက်ာင္းသားမ်ား 
စာပိုဒ္ကို အလြယ္တကူ နားလည္ေစရန္ စကားေျပာတြင္ ပါဝင္ေသာ 
စကားလံုးမ်ားအနက္ အခ်ဳိ႕ကုိ ဥပမာႏွင့္တကြ ရွင္းျပထားျပီး အေၾကာင္းအရာမ်ားကုိ 
သင္ယူျပီးသည့္အခါ မိမိကိုယ္ကုိ ျပန္လည္ဆန္းစစ္ႏုိင္ေစရန္အတြက္ ေလ့က်င့္ခန္း 
ေမးခြန္းမ်ားကုိလည္း ထည့္သြင္းထားပါသည္။

ေအာက္မွာ ရီဟန္နဲ႔ ထူအန္းတို႔ စကားေျပာေနတာေလးကို ေဖာ္ျပထားပါတယ္။ သူတို႔ ႏွစ္ေယာက္ 
ခရီးသြား အေတြ႕အၾကံဳေလးေတြ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ပါ။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투안	 리한	씨는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ရီဟ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လား။

리한	 네,	가	봤어요.	
 ဟုတ္ကဲ့၊ ေရာက္ဖူးပါတယ္။
 
투안	 제주도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ဂ်ယ္ဂ်ဴကြ်န္းက ဘယ္လုိေနလဲ။ ေပ်ာ္ခဲ့ရဲ႕လား။
	
리한	 네,	정말	좋았어요.
 ဟုတ္ကဲ့၊ အရမ္း ေပ်ာ္ခဲ့ပါတယ္။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အထူးသျဖင့္ ပင္လယ္က အရမ္း လွပါတယ္။

투안	 어땠어요?	저도	제주도에	가	보고	싶어요.
   ဟုတ္လား။ ကြ်န္ေတာ္လည္း ဂ်ယ္ဂ်ဴကြ်န္းကုိ 

သြားၾကည့္ခ်င္လိုက္တာ။

특히 အထူးသျဖင့ ္
ပံုမွန္ထက္ သာလြန္သည္ကို ညႊန္းသည္။

·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축구를 좋아해요.

   ကြ်န္ေတာ္က အားကစားကုိ 
ၾကိဳက္တယ္။ အထူးသျဖင့္ ေဘာလုံးကုိ 
ၾကိဳက္တယ္။

·  한국 음식은 아주 맛있어요.  
특히 비빔밥이 맛있어요.

   ကိုရီးယား အစားအစာက အရမ္း 
အရသာရိွတယ္။ အထူးသျဖင့ ္
ထမင္းသုပ္က အရသာရိွ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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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1.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ရီဟန္က ဘယ္ကို ေရာက္ဖူးတာလဲ။

2.	제주도가	어때요?	ဂ်ယ္ဂ်ဴကြ်န္းက ဘယ္လုိေန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제주도        2. 바다가 아름다워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တြ႕အၾကံဳေဟာင္းမ်ား ေဆြးေႏြးႏိုင္ျခင္းႏွင့္ 
ခရီးထြက္ရန္ ျပင္ဆင္ႏိုင္ျခင္း

□သဒၵါ  -아/어	보다,	-(으)ㄹ	거예요

□ေဝါဟာရ    ခရီးသြားမ်ား ၾကိဳက္ႏွစ္သက္ေလ့ ရိွေသာ ေနရာမ်ား 
ခရီးထြက္ရန္ ျပင္ဆင္ျခင္းႏွင့္ လႈပ္ရွားသြားလာမႈ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ရွိ လည္ပတ္စရာ ေနရာ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55

어땠어요? ဘယ္လိုေနလဲ။
တစ္ဖက္သားရဲ႕  အေတြ႔အၾကံဳနဲ႔ 
ပတ္သက္တဲ့ အေျခအေန၊ အျမင္တုိ႔ကို 
ေမးေသာအခါ သုံးသည္။

·가:   어제 구경한 집은 어땠어요?
  မေန႔က သြားၾကည့္တဲ့ အိမ္က 

ဘယ္လုိေနလဲ။

   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월세가 좀 비쌌어요. 

    သန္႔လုိ႔ သေဘာက်ေနတာ... 
ဒါေပမယ့္ လခက နည္းနည္း 
ေစ်းၾကီး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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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သိမွတ္ဖြယ္ရာမ်ား

04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자가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미얀마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고, 활동에 대한 

<내용 확인>을 통해 스스로 학습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백이 허락할 경우 <퀴즈>를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ကိုယ္တိုင္သင္ယူေလ့က်င့္မႈကုိ အေထာက္အကူျပဳေစရန္အတြက္ ျမန္မာဘာသာျဖင့္ 
ေရးသားေဖာ္ျပထားျပီး ေလ့က်င့္မႈတိုင္းတြင္ ျပန္လည္ဆန္းစစ္ျခင္းက႑ကုိ 
ထည့္သြင္း၍ မိမိ၏ နားလည္မႈကုိ တိုင္းတာႏုိင္ရန္ ျပင္ဆင္ထားပါသည္။ 
စာမ်က္ႏွာအလြတ္မ်ားတြင္ ဥာဏ္စမ္းေမးခြန္းမ်ားကုိ ျဖည့္စြက္၍ သင္ယူလုိစိတ္ကုိ 
ျဖစ္ေပၚေစျပီး စိတ္ဝင္စားဖြယ္ သင္ခန္းစာျဖစ္ေအာင္ ျပင္ဆင္ထား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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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ရီဟန္ ဘယ္ကုိ ေရာက္ဖူးလဲ။

나: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တယ္။

가: 어땠어요? ဘယ္လုိေနလဲ။

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ရႈခင္းေတြ အရမ္း လွတယ္။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မွာ ျပထားသလုိ သူငယ္ခ်င္းနဲ႔ စကားေျပာၾကည့္ပါ။

이름
အမည

어디에 가 봤어요?
ဘယ္ကုိ ေရာက္ဖူးသလဲ။

어땠어요?
ဘယ္လုိ ခံစားခဲ့ရလဲ။

보기 리한
제주도

ဂ်ယ္ဂ်ဴကြ်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ရႈခင္းေတြ အရမ္း လွတယ္။ 

1) 투안 부산
ဘူဆန္

맛있는 음식이 많았어요
အရသာရိွတဲ့ အစားအစာေတြ မ်ားတယ္

2)

3)

4)

5)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정답   계 → 계획

✚ 다음 단어를 보고 끝말잇기를 해 보세요. 

  ေအာက္ပါ ေဝါဟာရမ်ားကုိ ၾကည့္ျပီး ေရွ႕ ေဝါဟာရမွ ေနာက္ဆုံးစာလံုးကုိ အစစာလံုးအျဖစ္ ျပန္ယူကာ ေဝါဟာရ ေနာက္တစ္ခု 
ျဖစ္ေအာင္ ျပန္ေရးၾကည့္ပါ။ 

 지도 도시 시(     ) (        )  

퀴즈 ဥာဏ္စမ္းေမးခြန္း 

03 문법 သဒၵါမ်ား 

문법은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자가 학습의 능률

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대조적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목표 문법 

항목을 예문과 함께 제시한 후 기 학습한 유사 문법 항목과 비교함으로써 두 문법 항

목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에는 같은 지면에 제시

되어 있는 어휘와 문법 연습 문제를 해당 항목 후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연습 문제를 추가로 구성하여 학습 내용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သဒၵါမ်ားကုိ နားလည္ရ လြယ္ကူေစရန္ သီးျခား ေဖာ္ျပထားျပီး 
ကုိယ္တိုင္ေလ့လာသင္ယူရာတြင္ အေထာက္အကူျဖစ္ေစရန္ ကုိရီးယားႏွင့္ 
ျမန္မာဘာသာစကား ႏႈိင္းယွဥ္ခ်က္မ်ားကိုလည္း ထည့္သြင္းထားပါသည္။ 
ေလ့က်င့္ရမည့္ သဒၵါမ်ားကုိ ဥပမာႏွင့္တကြ ေဖာ္ျပထားျပီး ဆင္တူသဒၵါမ်ားႏွင့္လည္း 
ႏႈိင္းယွဥ္ျပသ၍ သဒၵါႏွစ္ခုအၾကား ျခားနားခ်က္ကုိ သိသာျမင္သာေအာင္ 
ေဖာ္ျပထားပါသည္။ ထို႔အျပင္ ဤ ဖတ္စာအုပ္တြင္ ေဝါဟာရႏွင့္ သဒၵါ ေလ့က်င့္ခန္း 
ေမးခြန္းမ်ားကုိ သက္ဆိုင္ရာ သင္ခန္းစာ၏ ေအာက္တြင္ တစ္ဆက္တည္း 
ေလ့က်င့္ႏုိင္ေစရန္ ထည့္သြင္းေပးထားျပီး ေလ့က်င့္ခန္း ေမးခြန္းမ်ားကုိလည္း 
ထပ္တိုးျဖည့္စြက္ထားျခင္းအားျဖင့္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ကုိ 
ရင္းႏွီးကၽြမ္းဝင္သြားေစရန္ ျပင္ဆင္ေပးထား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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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4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Fill in each blank with the expression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어 보다.’

제주도에 가 봤어요.
보기

1)  바다에서 .

2)  불고기를 .

3)  한복을 .

4)   김치를 .

1) 3)2) 4)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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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아/어 보다’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ပါတယ္။ 

1)

2)

3)

4)

바다에서                             .

불고기를                             .

한복을                             .

김치를                             .

“ၾကိယာနဲ႔ တြဲျပီး စမ္းသပ္ၾကည့္မႈနဲ႔ အေတြ႔အၾကံဳကို ေဖာ္ျပတဲ့အခါ သံုးပါတယ္။ စမ္းသပ္ၾကည့္မႈပံုစံကေတာ ့
‘-아/어 봐요’ နဲ႔ ‘-아/어 보세요’ ေတြ ျဖစ္ျပီး ‘-아/어 봤다’  ကေတာ့ လုပ္ဖူးတယ္ဆုိတဲ့ အေတြ႔အၾကံဳ ျဖစ္ပါတယ္။ 
သူက ၾကိယာ ‘보다’ နဲ႔ တြဲမသံုးပါဘူး။”

ㅏ, ㅗ → -아 보다 ㅓ, ㅜ, ㅣ စသည္ျဖင့ ္→ -어 보다 하다 → 해 보다

가다 → 가 보다

앉다 → 앉아 보세요.

먹다 → 먹어 보다

읽다 → 읽어 보다

공부하다 → 공부해 보다

운동하다 → 운동해 보다

· 이 옷을 입어 보세요. ဒီ အကၤ် ီကုိ ဝတ္ၾကည့္ပါ။
·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ကုိရီးယားမွာ ရိွတုန္း ခရီးေတြ အမ်ားၾကီး ထြက္ခ်င္ပါတယ္။
·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လား။
  나:   네, 가 봤어요. 마웅 씨도 한번 가 보세요.  

ဟုတ္ကဲ့၊ ေရာက္ဖူးတယ္။ ေမာင္ေမာင္္လည္း တစ္ခါေလာက္ သြားၾကည့္ပါလား။

정답   1) 수영해 봤어요   2) 먹어 봤어요   3) 입어 봤어요   4) 담가 봤어요

문법 1  သဒၵါ ၁ -아/어 보다 G17-1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မန္မာစာမွာေတာ့ -ၾကည့္သည္ကို ဘယ္ၾကိယာေနာက္မွာမဆို တန္းကပ္ေရးလို႔ ရေပမယ့္ ကိုရီးယားစာမွာေတာ 
보다 ရဲ႕ ေရွ႕က ၾကိယာေပၚမွာ မူတည္ျပီး ‘-아/어 보다’ နဲ႔ ‘해 보다’ ထဲကေန ေရြးျပီး ေပါင္းစပ္ေပးရပါတယ္။

·한국음식을 먹어 보세요. ကုိရီးယားစာကုိ စားၾကည့္ပါ။
·서울 타워에 가 보세요. ဆုိးလ္ေမွ်ာ္စင္ကုိ သြားၾကည့္ပါ။

‘아/어 보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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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정보 및 문화 내용을 미얀마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용 확인> 문제를 통해 스스로 내용 이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နားလည္မႈ မလြဲမွားေစရန္အတြက္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အေၾကာင္းအရာမ်ားကုိ ဘာသာျပန္ဆိုေပးထားျပီး  
ျပန္လည္ဆန္းစစ္ျခင္းေမးခြန္းမ်ားမွတစ္ဆင့္ မိမိမွ မည္မွ် နားလည္ထား  
သည္ကုိ ဆန္းစစ္ႏုိင္ေစရန္ ျပင္ဆင္ထားပါသည္။ 

204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7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205

알아 두세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단체 여행 
သိထားရင္ အျမတ္ခ်ည္းပါ။ ႏုိင္ငံျခားသားလုပ္သားေထာက္ပ့ံေရးစင္တာရဲ႕ အုပ္စုလုိက္ ခရီးသြားအစီအစဥ္

가까운 외국인지원센터나 외국인상담소의 여행 정보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재미있는 단체 여

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အနီးအနားက ႏိုင္ငံျခားသားလုပ္သားေထာက္ပံ့ေရးစင္တာ မွာပဲျဖစ္ျဖစ္၊ ႏိုင္ငံျခားသား တိုင္ပင္ေဆြးေႏြးဌာန 
မွာပဲျဖစ္ျဖစ္ ခရီးသြားတာနဲ႔ ပတ္သက္တဲ့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မ်ား ရယူျခင္းျဖင့္ လြယ္ကူသက္သာတဲ့ 
ေပ်ာ္ရႊင္စရာ အုပ္စုလိုက္ ခရီးသြားအစီအစဥ္ေတြကို သိရိွခံစားႏိုင္မွာ ျဖစ္ပါတယ္။ 

강원도
ဂန္ဝန္ျပည္နယ္

속초
ဆုိ႔ခ်ိဳ

강릉
ဂန္ႏြန္း

춘천
ခြ်န္းေခ်ာန္

서울 시티투어
ဆုိးလ္ျမိဳ႕ပတ္ခရီးစဥ္

63빌딩
၆၃ထပ္တုိက္

한강 유람선
ဟန္ျမစ္အေပ်ာ္စီးသေဘၤာ

경복궁
ဂေယာင္ဘုိ႔ နန္းေတာ္

경주
ဂေယာင္ဂ်ဴ

불국사
ဘူလ္ဂု ဘုန္းၾကီးေက်ာင္း

서해안
အေနာက္ ကမ္းရိုးတန္း

대천 해수욕장
ဒယ္ေခ်ာန္ ကမ္းေျခ

부산
ဘူဆန္

해운대
ဟယ္အြန္းဒယ္ ကမ္းေျခ

제주도
ဂ်ယ္ဂ်ဴကြ်န္း

한라산
ဟာလာေတာင္

한국의 관광지
ကိုရီးယားမွ လည္ပတ္စရာ ေနရာမ်ား

정보သတငး္အခ်က္အလက ္

06 EPS-TOPIK
읽기와 듣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간략히 미얀마어로 설명해 줌으로써 한

국어 수준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국어를 혼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자 하였습니다. 듣기 대본을 한국어와 미얀마어로 제시해 줌은 물론 정답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

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확장 연습>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ဖတ္ျခင္းႏွင့္ နားေထာင္ျခင္းတြင္ ပါဝင္ေသာ အေၾကာင္းအရာမ်ားကို 
ျမန္မာဘာသာျဖင့္ ဘာသာျပန္ဆို ေပးထားျခင္းအားျဖင့္ ကုိရီးယားဘာသာစကား 
စြမ္းရည္ မျမင့္လွေသာ ေက်ာင္းသားမ်ားအေနျဖင့္ ကိုယ္ထူကိုယ္ထ 
စာေလ့လာႏုိင္ေစရန္ ျပင္ဆင္ေပးထားပါသည္။ အသံဖိုင္ထဲမွ အေၾကာင္းအရာမ်ားကုိ 
ကုိရီးယား-ျမန္မာ ႏွစ္ဘာသာျဖင့္ ေဖာ္ျပ၍ အေျဖမ်ားကုိလည္း ေပးထားျခင္းအားျဖင့္ 
သင္ယူႏုိင္မႈ အတုိင္းအတာကို ျမႇင့္တင္ထားပါသည္။ ဆင္တူေမးခြန္းမ်ားကုိလည္း 
ေလ့က်င့္ႏုိင္ေစရန္ ထပ္ေဆာင္း ေလ့က်င့္ခန္းမ်ားကုိ ျပင္ဆင္ေပးထားျပီး ေလ့လာမႈ 
အက်ဳိးေက်းဇူးကုိ အျမင့္ဆုံးေရာက္ေအာင္ ၾကိဳးပမ္းထားပါသည္။

1. ① 남: 산 ေတာင္ ② 남: 동굴 လိႈဏ္ဂူ 

 ③ 남: 바다 ပင္လယ္     ④ 남: 민속촌 တုိင္းရင္းသားေက်းရြာ 

2. ① 여: 독서 စာဖတ္ျခင္း    ② 여: 여행 ခရီး 

 ③ 여: 요리 ခ်က္ျပဳတ္ျခင္း   ④ 여: 낚시 ငါးမွ်ားျခင္း

3. 남: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 န္းကုိ  ေရာက္ဖူးလား။

4. 여: 설악산이 어땠어요? ေဆာရာ့ေတာင္က ဘယ္လုိေနလဲ။

5. 남: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ပိတ္ရက္မွာ ဘာလုပ္မွာ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③   5. ③

정답   1. ③  2. ②

1. 남: ① 해수욕장입니다. ကမ္းေျခပါ။ 남: ② 국제공항입니다. အျပည္ျပည္ဆုိင္ရာေလဆိပ္ပါ။

   남: ③ 놀이공원입니다. ကစားကြင္းပါ။    남: ④ 버스 터미널입니다. အေဝးေျပးဘတ္စ္ကားဂိတ္ပါ။

2. 남: 제주도에 몇 박 며칠로 여행 가요? ဂ်ယ္ဂ်ဴကြ် န္းကုိ ဘယ္ႏွစ္ညအိပ္ခရီး သြားမွာလဲ။ 

 여: 2박 3일로 가려고요. ၂ ညအိပ္ ၃ရက္ သြားမွာ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여기는 어디입니까? ဒါ ဘယ္ေနရာလဲ။

   ①                ②                ③               ④ 

2.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သက္ဆုိင္တဲ့ ပံုကုိ ေရြးပါ။

 ①  ②

 ③  ④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7

17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207206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မတ္လ မတ္လ

မတ္လ မတ္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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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သိမွတ္ဖြယ္ရာမ်ား일러두기

08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을 전형적인 상황 맥락에

서의 대화문을 통해 번역문과 함께 곳곳에 제시하였습니다. 

ကိုရီးယားလူမ်ဳိးမ်ား ေန႔စဥ္လူေနမႈဘဝတြင္ မၾကာခဏ အသုံးျပဳေသာ 
တြင္က်ယ္သည့္ အသုံးအႏႈန္းမ်ားကိုလည္း သိသာထင္ရွားသည့္ 
အေျခအေန/ဥပမာ/စကားေျပာပံုစံမ်ားျဖင့္ အလ်ဥ္းသင့္သလုိ ထည့္သြင္း၍ 
ဘာသာျပန္ဆိုေပးထားပါသည္။

82  0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07 ဒါ ရုံးခန္းပါ။  83

‘이에요/예요’ သည္ ျဖစ္တယ္ဟု အဓိပၸါယ္ရသည္။ ‘이에요/예요’ ကုိ ၀ါက်အဆုံးသတ္အၿဖစ္ သုံးႏုိင္သလုိ ေမးခြန္း 
၀ါက် အဆုံးသတ္အၿဖစ္လည္း သုံးႏုိင္သည္။ ပုံမွန္ သမရုိးက် စကားေျပာတြင္ အမ်ားဆုံး အသုံးျပဳသည္။ ‘입니다’ 
သည္ ‘이에요’ ကုိ ဗ်ည္းအသတ္နာမ္ႏွင့္ သုံးျပီး ‘예요’ ကုိ သရႏွင့္ ဆုံးလွ်င္ သုံးသည္။ 

자음 (ဗ်ည္း)  + 이에요 모음 (သရ) + 예요

가방이에요 베개예요

· 가: 여기가 어디예요? ဒီေနရာက ဘယ္ေနရာပါလဲ။ 나: 기숙사예요. အေဆာင္ပါ။
· 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ဘာလူမ်ိဳးလဲ။  나: 미얀마 사람이에요. ျမန္မာလူမ်ဳိးပါ။

정답   1) 여권이에요   2) 지갑이에요   3) 열쇠예요   4) 베개예요

보기

2. <보기>처럼 ‘이에요/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၀ါက်မ်ားကုိ ‘이에요/예요’ သံုး၍ ျဖည့္ ၾကည့္ပါ။

가: 이게 뭐예요? ဒါက ဘာလဲ။

나: 화장품이에요. အလွၿပင္ပစၥည္းပါ။

1) 2)

3) 4)

가: 이게 뭐예요?

나:                                                     .

가: 저게 뭐예요?

나:                                                     .

가: 이게 뭐예요?

나:                                                     .

가: 저게 뭐예요?

나:                                                     .

‘이에요/예요ʼ နဲ႔ ပတ္သက္ျပီး နားလည္ျပီလား။ ဒါဆို ေအာက္က ၀ါက်မ်ားကို ဥပမာအတိုင္း ျဖည့္ 
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이에요/예요 G07-2

 ‘이에요/예요’ ႏွင့ ္‘입니다’

‘이에요/예요’ သည္ ရင္းရင္းႏွီးႏွီး သက္ေတာင့္သက္သာ စကားေျပာႏိုင္သည့္ အေျခအေနတြင္ သံုးသည္။ ‘입니다’ 
သည္ အစည္းအေ၀း သို႔မဟုတ္ စာတမ္းဖတ္ပြဲ စေသာ အခမ္းအနားေနရာမ်ားတြင္ ယဥ္ေက်းမႈအရ သံုးႏႈန္းသည္။ 

·저는 이민수예요. ကၽြန္ေတာ္ အီမင္းဆူပါ။ ·저는 이민수입니다. ကၽြန္ေတာ္ အီမင္းဆူ ျဖစ္ပါတယ္။
·저는 이영진이에요. ကၽြန္မ အီေယာင္းဂ်င္းပါ။ ·저는 이영진입니다. ကၽြန္မ အီေယာင္းဂ်င္း ျဖစ္ပါတယ္။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잘 부탁드립니다. လုိအပ္တာ ရွိရင္ ကူညီပါ။

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မဂၤလာပါ။ ေတြ႔ရတာ ဝမ္းသာပါတယ္။
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မဂၤလာပါ။ လိုအပ္တာ ရွိရင္ ကူညီပါ။

07 발음 အသံထြက္မ်ား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음 연습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듣

고 따라 읽으면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음, 자음의 발음은 물

론 한국어 음운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모두 3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

였습니다.

ဆရာမ မရွိဘဲ အသံထြက္ ေလ့က်င့္ရသည္မွာ မလြယ္ကူလွပါ။ ထုိ႔ေၾကာင့္ 
တစ္ဦးတည္း နားေထာင္ျပီး လိုက္ဆုိရင္း အသံထြက္ကုိ ေလ့က်င့္ႏုိင္ေအာင္ 
ျပင္ဆင္ေပးထားပါသည္။ သရႏွင့္ ဗ်ည္းတုိ႔၏ အသံထြက္မ်ားသာမက 
အသံကူးေျပာင္းျခင္း ပံုစံမ်ားကုိလည္း ထည့္သြင္းေပးထားျပီး စုစုေပါင္း  
(၃၁)ပိုင္းျဖင့္ ဖြဲ႔စည္းထားပါသည္။

정답   1. ③  2. ②  3. ①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가: 지금 밖의 날씨가 어때요? က။ အခု အျပင္မွာ ရာသီဥတု ဘယ္လုိေနလဲ။ 
나: 바람이                       . ခ။ ေလတုိက္ေနပါတယ္။

 ① 가요 ② 와요

 ③ 불어요 ④ 나와요 

2.

 

버스나 지하철에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세가 많은 분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입니다.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မွာ ဦးစားေပးထိုင္ခံု ရိွပါတယ္။ ဦးစားေပးထုိင္ခံုကေတာ့ သက္ၾကီး 
ရြယ္အိုေတြ  ဒါမွမဟုတ္  မသန္စြမ္းေတြနဲ႔  ကုိယ္ဝန္ေဆာင္သည္ေတြအတြက္ ေနရာျဖစ္ပါတယ္။

 ① 입구 ② 자리

 ③ 지역 ④ 위치 

3.

 

저와 친구는 생활 습관이                    .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잡니다. 친구

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ကြ်န္ေတာ္နဲ႔ ကြ်န္ေတာ့္ သူငယ္ခ်င္းက ေနပံုထိုင္ပံု ကြာပါတယ္။ ကြ်န္ေတာ္ကေတာ့ မနက္ အေစာၾကီး ထျပီး
ေစာေစာ အိပ္ပါတယ္။ သူငယ္ခ်င္းကေတာ့ ညဥ့္နက္တဲ့အထိ စာက်က္ျပီး မနက္ ေနာက္က်မွ ထပါတယ္။

 ① 다릅니다 ② 비슷합니다

 ③ 게으릅니다 ④ 부지런합니다 

17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209208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발음 အသံထြက္             P-06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သံေျပ(ဆ)(ㅅ [s])နဲ႔ သံျပင္း (စ)(ㅆ [s’])အသံေတြ ရွိပါတယ္။ 

(1) 싸, 사 : 싸다, 사다 : 쌀, 살

(2) 딸기를 사요. 

(3) 유리가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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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파일

안내
အသံဖိုင္ 
လမ္းညႊန္

P01 - P31

Nongak
ကုိရီးယားရိုးရာဂီတတစ္မ်ဳိး

Track 01 - Track 180

MK 1

MK 2

K-1 - K-8

G06-1 - G50-2

L-06 - L-58

『한국어 표준교재』에 수록된 듣기 파일
“ကုိရီးယားဘာသာစကား အေျခခံဖတ္စာအုပ္”အသံဖိုင္

인사말 
ႏႈတ္ဆက္စကား 

미얀마어와 한국어 대조
ျ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한글 익히기 I &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၁+၂)

각 과의 문법 포인트 강의

예  G30-1 → 30과의 문법 1에 대한 포인트 강의

သင္ခန္းစာ တစ္ခုခ်င္းစီအတြက္ သဒၵါရွင္းလင္းခ်က္မ်ား
E.g.  G30-1 : အခန္း(၃ဝ)မွ သဒၵါ(၁)အတြက္ ရွင္းလင္းခ်က္

각 과의 듣기 확장 연습 

예  L-30 → 30과의 듣기 확장 연습

သင္ခန္းစာ တစ္ခုခ်င္းစီအတြက္ (အၾကား)ထပ္ေဆာင္းေလ့က်င့္ခန္း 
E.g.  L-30 : အခန္း(၃ဝ)မွ (အၾကား)ထပ္ေဆာင္းေလ့က်င့္ခန္း

발음 연습
အသံထြက္ ေလ့က်င့္ခ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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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မာတိကာ

일러두기  သိမွတ္ဖြယ္ရာမ်ား    2
목차  မာတိကာ    8
교재 구성표  သင္ခန္းစာ ဖြဲ႔စည္းပံုဇယား    10
등장 인물  ပါဝင္သူမ်ား  15
미얀마어와 한국어 대조  ျ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16

   한국에 대한 이해 ကုိရီးယားႏုိင္ငံအေၾကာင္း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22
 ကၽြန္ေတာ္တို႔ ဇာတိမွာက ဆုိးလ္မွာထက္ ေလေကာင္းေလသန္႔ ပိုရတယ္။

32.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34
 အပူဆံုးေန႔မွာ ဂ်င္ဆင္းၾကက္ေပါင္း စားပါတယ္။

33.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46
 ဆုံးေျဖာင္း(ေကာက္ညႇင္းမုန္႔) ကုိယ္တုိင္ လုပ္ၾကည့္လို႔ရပါတယ္။

34.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58
 ကေလးဝတ္အက်ႌ လက္ေဆာင္ေပးရင္ ဘယ္လို ေနမလဲ။

35.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70
 ကုိရီးယားကားေတြက စိတ္ဝင္စားစရာ ေကာင္းတယ္မဟုတ္လား။

   직장문화 အလုပ္ခြင္ ယဥ္ေက်းမႈ  

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82
 သပ္ရပ္ေသာ အသြင္အျပင္က ၾကည့္ေကာင္းတယ္။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94
 အဝင္အထြက္တံခါးကုိ ဆက္ဆက္ ပိတ္ၾကရေအာင္။

38. 일할 맛이 나요  106
 အလုပ္လုပ္ရက်ဳိးနပ္တယ္။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118
 ဒီေန႔ ကုမၸဏီညစာစားပြဲ လုပ္ရေအာင္လုိ႔ေျပာတယ္။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130
 စိတ္က်ဥ္းက်ပ္မႈကုိ ခံစား ရတယ္ဆိုရင္ အဲဒါ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မာက္ပါတယ္။

   직장생활 လုပ္ငန္းခြင္ဘဝ  

41.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142
 ဝက္အူလွည့္နဲ႔ လုပ္ၾကည့္ပါ။

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154
 ဒီစက္ကုိ ဘယ္လို ကိုင္ရလဲ သိလား။

43.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166
 ကြန္ကရစ္သံေခ်ာင္းကုိ ေရႊ႕ထားပါ။

44.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178
 ေဆးသုတ္ထားတာမုိ႔ပါ။

45. 호미를 챙겼는데요  190 
 ေျမဆြတံစဥ္ကို ယူလာ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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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더 신경 쓰도록 하자  202 
 ပို ဂရုစုိက္ၾကရေအာင္။

47.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214 

 ကုန္လက္က်န္ အေျခအေနကုိ သိဖို႔ အေရးၾကီးတယ္။

48.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26 
 မထိခုိက္မိေအာင္သတိထားပါ။

49.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238 
 လုံျခံဳေရးဖိနပ္ မစီးရင္ အႏၱရာယ္ရတတ္တယ္။

50. 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250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က ေကာင္းတဲ့သေဘာရွိတယ္။

법령 및 제도 ဥပေဒႏွင့္ စနစ္မ်ား  

51.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262
 ကုိရီးယားကုိ သြားျပီး အလုပ္လုပ္ခ်င္ပါတယ္။

52. 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274
 အလုပ္အခ်က္အလက္ေတြက မဆိုးပါဘူး။

53.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286
 ႏုိင္ငံျခားသား မွတ္ပံုတင္ လုပ္ဖို႔ သြားမယ္။ 

54.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298
 အာမခံေၾကးေလွ်ာက္မလို႔ပါ။

55.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310
 လစာေျပစာကုိ စစ္ၾကည့္ပါ။

56.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322
 ေႏြရာသီပိတ္ရက္ရွည္ အစီအစဥ္ဆြဲျပီးျပီလား။ 

57.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334
 အလုပ္ေျပာင္းခ်င္လုိ႔ပါ။ 

58.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346
 ေနထိုင္ခြင့္သက္တမ္း တုိးျပီးရင္ ဆက္ဆက္ အေၾကာင္းၾကားရမယ္။

직장생활용어 အလုပ္ခြင္သုံး စကားလံုးမ်ား  

59. 산업 안전 Ⅰ  358
 လုပ္ငန္းခြင္တြင္း ေဘးကင္း လုံျခံဳမွဳ ၁

60. 산업 안전 Ⅱ  366
 လုပ္ငန္းခြင္တြင္း ေဘးကင္း လုံျခံဳမွဳ ၂

  부록 ေနာက္ဆက္တြဲ  

 어휘 색인  374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불규칙 용언 활용표  384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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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표 သင္ခန္းစာ ဖြဲ႔စည္းပံုဇယား 1권

주제
အေၾကာင္း

အရာ

과
အခန္း

제목
ေခါင္းစဥ္ 

기능/직무 구조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

어휘
ေဝါဟာရ 

문법
သဒၵါ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예
비
편

1
한글 익히기 Ⅰအေျခခံ
စကားလံုးမ်ားေလ့လာျခင္း(၁)

2
한글 익히기 Ⅱအေျခခံ
စကားလံုးမ်ားေလ့လာျခင္း(၂)

3
교실 한국어 
စာသင္ခန္းသုံးစကားမ်ား

4 안녕하세요 မဂၤလာပါ။

5
주말 잘 보내세요
ပိတ္ရက္မွာ 
ေအးေအးေဆးေဆး နားပါ။

기
본
생
활

6
저는 투안입니다

ကၽြန္ေတာ့္နာမည္ ထူအန္းပါ။
자기소개하기

မိမိကုိယ္ကုိ မိတ္ဆက္ျခင္း 

나라 
ႏိုင္ငံ
직업 
အလုပ္အကုိင္

입니다
입니까

인사 예절

ႏႈတ္ဆက္တဲ့ ယဥ္ေက်းမႈ

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ဒါ ရံုးခန္းပါ။

장소 및 물건 묻고
대답하기

ေနရာႏွင့္ ပစၥည္းအေၾကာင္း 
အေမးအေျဖ 

장소 
ေနရာ
물건 
ပစၥည္း 

이/가

이에요/예요

한국의 좌식 문화

ၾကမ္းျပင္မွာ ထုိင္တဲ့ ဓေလ့
생활필수품 
လူေနမႈအသုံးအေဆာင္
ပစၥည္းမ်ား

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
요

၁၂ ခြဲမွာ ေန႔လယ္စာ စားတယ္။

일과 시간 묻고 대답하기

ေန႔စဥ္လႈပ္ရွားမႈနဲ႔ 
အခ်ိန္အေၾကာင္း အေမးအေျဖ

일과 
ေန႔စဥ္လႈပ္ရွားမႈ
시간 
အခ်ိန ္

–아요/어
요

에(시간)

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အခ်ိန္မွန္မွန္ ရံုးတက္ၾကစို႔။

9
가족이 몇 명이에요?

မိသားစုဝင္ ဘယ္ႏွေယာက္ 
ရွိလဲ။

가족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

မိသားစုအေၾကာင္း 
အေမးအေျဖ

가족 
မိသားစု
외모와 성격 
ရုပ္သြင္ျပင္နဲ႔ စရိုက္လကၡဏာ

하고

에(장소)

높임말과 반말

ယဥ္ေက်းတဲ့ အသုံးနဲ႔ 
သူငယ္ခ်င္းအသုံး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
를 공부했어요 

မေန႔က စာၾကည့္တိုက္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날짜와 장소 묻고  
대답하기

ရက္စြဲႏွင့္ ေနရာ အေမးအေျဖ

날짜와 요일 
ရက္စြဲႏွင့္ ေန႔မ်ား
장소 및 동작 
ေနရာႏွင့္ အျပဳအမူ

–았/었–

에서

한국의 공휴일

အစုိးရရံုးပိတ္ရက္မ်ား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ပန္းသီး ငါးလုံး ေပးပါ။
물품 구매하기

ပစၥည္း ဝယ္ျခင္း

과일과 식료품 
အသီးႏွင့္ စားေသာက္ကုန္မ်ား 
화폐 및 물품 구매 
ေငြေၾကးႏွင့္ ပစၥည္းဝယ္ယူျခင္း

주세요

–아/어 주
세요

의류

အဝတ္အစားမ်ား

12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ဆးရံုေဘးမွာ 
ေဆးဆုိင္ရွိတယ္။

위치와 길 찾기

ေနရာႏွင့္လမ္းရွာျခင္း

이동 동사 
ေရြ႔လ်ားမႈျပ ၾကိယာမ်ား
위치와 방향 
ေနရာႏွင့္ ဦးတည္ရာ

–(으)세요

(으)로

길거리 
လမ္း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၇နာရီ ျမိဳ႕ေတာ္ခန္းမ ေရွ႕မွာ 
ေတြ႔မယ္။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တြ႔မယ့္အခ်ိန္နဲ႔ ေနရာကုိ 
သတ္မွတ္ျခင္း

상태 1 
အေျခအေန(၁)
상태 2 
အေျခအေန(၂) 

–고 싶다

–(으)ㄹ까
요

한국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약속 
ကုိရီးယားလူမ်ဳိးေတြ
ႏႈတ္ဆက္တဲ့သေဘာနဲ႔
ေျပာတဲ့ ခ်ိန္းဆိုျခင္း

14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ကၽြန္ေတာ္ကေတာ့ ထမင္းသုပ္ 
စားမယ္။

음식 주문하기

အစားအေသာက္ မွာျခင္း

식당 
စားေသာက္ဆိုင္မ်ား
음식의 맛 
အစားအေသာက္ အရသာ

–(으)ㄹ래
요

안

음식 메뉴

အစားအေသာက္ မီႏ်ဴး

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ရာသီဥတု သာယာလို႔ 
စိတ္ေပ်ာ္တယ္။

날씨와 기분 이야기하기

ရာသီဥတုႏွင့္ 
ခံစားခ်က္အေၾကာင္း ေျပာျခင္း

날씨와 계절 
ရာသီဥတုႏွင့္ ဥတုရာသီ
기분과 감정 
ခံစားမႈႏွင့္ ခံစားခ်က္ 

–네요

–아서/어
서

한국의 사계절

ကုိရီးယားရဲ႕ (၄)ရာသီ

16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
스를 치러 가요 

အခ်ိန္ရတဲ့အခါ တင္းနစ္ရိုက္ဖို႔
ပံုမွန္ သြားပါတယ္။

취미 이야기하기

ဝါသနာအေၾကာင္း ေျပာျခင္း

취미 
ဝါသနာ
운동 
အားကစား

–(으)ㄹ 때

–(으)러 가
다

취미 활동 프로그램

ဝါသနာႏွင့္ အေပ်ာ္တမ္း 
သင္တန္းမ်ား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여행 경험 및

계획 이야기하기

ခရီးအေတြ႔အၾကံဳႏွင့္ 
အစီအစဥ္အေၾကာင္း ေျပာျခင္း

여행지

ခရီးသြားေဒသမ်ား
여행 준비와 활동

ခရီးထြက္ရန္ ျပင္ဆင္ျခင္းႏွင့္ 
လုပ္ေဆာင္မႈမ်ား

–아/어 보
다

–(으)ㄹ 거
예요

한국의 관광지

ကိုရီးယားရွိ လည္ပတ္စရာ 
ေနရာမ်ား

ပဏ
ာမ သ

င္ခန္းစာ
ေန႔စဥ္ဘ

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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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အေၾကာင္း

အရာ

과
အခန္း

제목
ေခါင္းစဥ္ 

기능/직무 구조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

어휘
ေဝါဟာရ 

문법
သဒၵါ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일
상

및

여
가
생
활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 စီးျပီး 
သြားပါတယ္။

교통수단과 소요 시간 
말하기 
လမ္းပန္းဆက္သြယ္ေရးႏွင့္ 
ၾကာခ်ိန္အေၾကာင္း ေျပာျခင္း

교통 
လမ္းပန္းဆက္သြယ္ေရး
이동 
သြားေရးလာေရး

(이)나

에서 까지

대중교통 이용 방법
အမ်ားသုံးယာဥ္မ်ား 
အသုံးျပဳနည္း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ဟန္းဂု 
ပရိေဘာဂကပါလားခင္ဗ်ာ။

전화하기

ဖုန္းေခၚဆိုျခင္း

인터넷에 대해 말하기

အင္တာနက္အေၾကာင္း

ေျပာဆိုျခင္း

전화 
ဖုန္း 
인터넷 
အင္တာနက္

–지요

–고

생활에 유용한  
전화번호
အသုံးဝင္ေသာ 
ဖုန္းနံပါတ္မ်ား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ကၽြန္ေတာ္ 
ပန္းကန္ေဆးလိုက္မယ္။

집안일 부탁하기 
အိမ္အလုပ္ 
အကူအညီေတာင္းျခင္း
집안일 말하기 
အိမ္အလုပ္အေၾကာင္း 
ေျပာျခင္း

청소 
သန္႔ရွင္းေရး 
집안일 
အိမ္မႈကိစၥမ်ား 

–(으)ㄹ게
요

–는 것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အမႈိက္ခြဲျခားစြန္႔ပစ္ျခင္း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
요?
ထမင္းဝိုင္းျပင္တာ 
ကူေပးရမလား။

설명하기 
ရွင္းျပျခင္း
허락 구하기 
ခြင့္ေတာင္းျခင္း 

약속 
ခ်ိန္းဆုိျခင္း
초대 
ဖိတ္ၾကားျခင္း

–는데/–
(으)ㄴ데

–(으)ㄹ까
요

집들이 선물
အိမ္တက္လက္ေဆာင္ 

22
무단횡단을 하면 안 돼요
စည္းမဲ့ကမ္းမဲ့ 
လမ္းျဖတ္မကူးပါနဲ႔။

금지하기 
တားျမစ္ျခင္း
이유 말하기 
အေၾကာင္းရင္းေျပာျပျခင္း

금지 
တားျမစ္ခ်က္မ်ား
하면 안 되는 행동 
ေရွာင္ရန္မ်ား

–(으)면 안 
되다

–(으)니까

공공장소 표지판
အမ်ားသုံးေနရာ အသိေပး 
ဆိုင္းဘုတ္မ်ား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돼요
လူၾကီးကုိဆိုရင္ လက္ႏွစ္ဖက္နဲ႔ 
ပစၥည္းေပးရပါတယ္။

높임말 말하기
ယဥ္ေက်းစြာ သုံးႏႈန္းေျပာဆိုျခင္း
조언하기
အၾကံဥာဏ္ေပးျခင္း

어휘 높임
ယဥ္ေက်းေသာ စကားလံုးမ်ား
생활 예절
ယဥ္ေက်းေသာ အမူအက်င့္မ်ား

–(으)시–

–아야/어
야 되다/하
다

한국인들에게 나이란?
ကိုရီးယားလူမ်ဳိးေတြအတြက္ 
အသက္ဆိုတာ။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
해요
ကုိရီးယားကား ၾကည့္ရင္း 
စာေလ့လာတယ္။

공부 방법 말하기 
စာေလ့လာနည္းအေၾကာင္း 
ေျပာျခင္း 
신청 방법 설명하기 
ေလွ်ာက္ထားနည္း ရွင္းျပျခင္း

공부 
စာေလ့လာျခင္း
교육 
သင္တန္းမ်ား

–(으)면서

–기 쉽다/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သင္တန္းမ်ား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တနဂၤေႏြေန႔တိုင္း 
ဘုရားေက်ာင္း သြားတယ္။

빈도 표현하기 
အၾကိမ္အေရအတြက္ ေျပာျခင္း
소원 말하기 
ဆႏၵအေၾကာင္း ေျပာျခင္း 

종교 
ဘာသာေရး 
종교 활동 
ဘာသာေရးလႈပ္ရွားမႈမ်ား

마다

–았으면/었
으면 좋겠다

종교 행사
ဘာသာေရး ပြဲေတာ္မ်ား

공
공
기
관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ထမင္းစားျပီး ေနာက္မွ 
ဒီေဆးကုိ ေသာက္ပါ။

순서 말하기 
အလွည့္အေၾကာင္း ေျပာျခင္း 
금지하기 
တားျမစ္ျခင္း

신체 
ခႏၶာကိုယ္
증상 
ေရာဂါလကၡဏာမ်ား

–(으)ㄴ 후
에

–지 마세
요

가정 비상약
အိမ္သံုး အေရးေပၚေဆး

27 어디가 아프십니까? 
ဘယ္ေနရာက နာတာလဲ။

조건 말하기 
သတ္မွတ္ခ်က္အေၾကာင္း 
ေျပာျခင္း
증상 묻고 대답하기
ေရာဂါလကၡဏာအေၾကာင္း 
အေမးအေျဖ 

병원 
ေဆးရံု
치료 
ေဆးကုသမႈ

–(으)면

–ㅂ/습니
까, –ㅂ/습
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진료 안내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စင္တာ
ေဆးကုသမႈ လမ္းညႊန္

28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ဘဏ္စာအုပ္လုပ္ဖို႔ လာတာပါ။

의도 말하기 
ရည္ရြယ္ခ်က္ေျပာျခင္း
방법 표현하기 
နည္းလမ္းေျပာျခင္း

은행 
ဘဏ္
은행 업무/현금인출기 
ဘဏ္လုပ္ငန္းမ်ားႏွင့္ ATM

–(으)려고

–(으)면 되
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금융 서비스
ႏုိ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သီးသန္႔ ဘဏ္ဝန္ေဆာင္မႈ

29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
고 싶은데요 
ဖိလစ္ပိုင္သုိ႔ ပို႔စကတ္ 
ပို႔ခ်င္လုိ႔ပါ။

편지 보내기 
စာပို႔ျခင္း
요청하기 
ေတာင္းဆိုျခင္း

우편물 
စာ
소포/택배 
ပါဆယ္/ပစၥည္း 
သယ္ယူပုိ႔ေဆာင္ျခင္း 

(으)로

–(으)십시
오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 
ႏိုင္ငံတကာ
အျမန္ေခ်ာပုိ႔ဝန္ေဆာင္မႈ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အဲဒီမွာ တုိက္ကြမ္ဒုိ 
သင္လို႔ရလား။

이용 문의하기 
အသုံးျပဳနည္း ေမးျမန္းျခင္း
교육 신청하기 
သင္တန္းေလွ်ာက္ထားျခင္း 

교육 및 서비스 
သင္တန္းမ်ား၊ ဝန္ေဆာင္မႈမ်ား
외국인력 지원 센터  
이용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ထာက္ပံ့ေရးစင္တာ အသုံးျပဳျခင္း

–(으)ㄹ 수 
있다/없다

–(으)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기관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ထာက္ပံ့ေရး ရံုးဌာနမ်ား

ေန႔စဥ္ဘ
ဝႏွင့္ အ

ပန္းေျဖဘ
ဝ

ရံုးဌာန သ
ြားေရာက္

ျခင္းမ်ား

10 11



교재 구성표 သင္ခန္းစာ ဖြဲ႔စည္းပံုဇယား 2권

주제
အေၾကာင္း

အရာ

과
အခန္း

제목
ေခါင္းစဥ္ 

기능/직무 구조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

어휘
ေဝါဟာရ 

문법
သဒၵါ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한
국
에

대
한

이
해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ကၽြန္ေတာ္တို႔ ဇာတိမွာက 
ဆိုးလ္မွာထက္ 
ေလေကာင္းေလသန္႔ ပိုရတယ္။

날씨 표현하기 
ရာသီဥတုအေၾကာင္း
ေျပာျခင္း
비교하기 
ႏႈိင္းယွဥ္ျခင္း

날씨 
ရာသီဥတု
도시의 특성 
ျမိဳ႕ျပရဲ႕ထူးျခားခ်က္

–지만

보다

한국의 행정구역
အုပ္ခ်ဳပ္ေရးျမိဳ႕ေတာ္မ်ား

32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
요
အပူဆံုးေန႔မွာ
ဂ်င္ဆင္းၾကက္ေပါင္း
စားပါတယ္။ 

한국의 음식 문화 알기 
ကုိရီးယားရဲ႕ အစားအေသာက္ 
ယဥ္ေက်းမႈကုိေလ့လာျခင္း
조리법 설명하기 
ဟင္းခ်က္နည္းရွင္းျပျခင္း

계절 음식 
ရာသီေပၚစာ
재료 및 조리법 
ပါဝင္ပစၥည္းႏွင့္
ခ်က္ျပဳတ္နည္း

–(으)ㄴ

–아서/어
서

특별한 날 먹는 음식
ေန႔ထူးေန႔ျမတ္မွာ စားတဲ့ 
အစားအစာမ်ား

33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ဆုံးေျဖာင္း(ေကာက္ညႇင္းမုန္႔)
ကုိယ္တုိင ္

လုပ္ၾကည့္လုိ႔ရပါတယ္။

추측하기 
မွန္းဆျခင္း
계획 말하기 
အစီအစဥ္အေၾကာင္းေျပာျခင္း

설날 
ကုိရီးယားရိုးရာႏွစ္ကူးေန႔
추석 
ေကာက္သစ္စားပြဲေန႔

–겠–

–는

한국의 명절
ကုိရီးယားရဲ႕ ပြဲေတာ္မ်ား

34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ကေလးဝတ္အက်ႌ
လက္ေဆာင္ေပးရင္
ဘယ္လို ေနမလဲ။

추천하기 
ေထာက္ခံအားေပးျခင္း
순서 말하기 
အလွည့္စဥ္ေျပာျခင္း

특별한 날 
ေန႔ထူးေန႔ျမတ္
결혼 문화 
ထိမ္းျမားမဂၤလာ ယဥ္ေက်းမႈ

–는 게 어때
요

–고 나서

한국인의 경조사
သာေရးနာေရးမ်ား

35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
아요 
ကုိရီးယားကားေတြက 
စိတ္ဝင္စားစရာ 
ေကာင္းတယ္မဟုတ္လား။

이유 말하기 
အေၾကာင္းရင္းေျပာျပျခင္း
추측하기 
မွန္းဆျခင္း

한류 
ကုိရီးယားေရစီးေၾကာင္း
K-POP & Drama 
경제 및 산업 
စီးပြားေရးႏွင့္ စက္မႈလုပ္ငန္း

–잖아요

–는/(으)ㄴ 
것 같다

한류 여행
Korea Drama & K-POP 
ခရီး

직
장
문
화

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သပ္ရပ္ေသာ အသြင္အျပင္က
ၾကည့္ေကာင္းတယ္။

복장 설명하기 
ဝတ္စံုရွင္းျပျခင္း
충고하기 
အၾကံဥာဏ္ေပးျခင္း

복장 
အဝတ္အစား
태도 
အျပဳအမူ

–아/어 보
이다

–게

작업 현장의 복장
အလုပ္ခြင္ဝတ္စံု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အဝင္အထြက္တံခါးကုိ 
ဆက္ဆက္ ပိတ္ၾကရေအာင္။

기숙사 주의사항 알리기 
အေဆာင္တြင္ သတိျပဳရမည့္ 
အခ်က္မ်ား အသိေပးျခင္း 

기숙사 
အေဆာင္
냉난방기 
အဲကြန္း+ဘိြဳင္လာ

–(으)ㅂ시
다

–는 동안

한국의 주거 형태
ကုိရီးယားလူေနမႈဓေလ့

38 일할 맛이 나요
အလုပ္လုပ္ရက်ဳိးနပ္တယ္။

직장의 분위기 소개하기 
အလုပ္ခြင္အေနအထား
မိတ္ဆက္ျခင္း
동료와의 갈등 표현하기 
လုပ္ေဖာ္ကုိင္ဖက္ၾကားက
ပဋိပကၡအေၾကာင္းေျပာျခင္း

직장의 분위기 
အလုပ္ခြင္အေနအထား
동료와의 갈등 
လုပ္ေဖာ္ကုိင္ဖက္ၾကားက 
ပဋိပကၡ

–는/–(으)
ㄴ 편이다

–다고 하
다

직장 내에서의 호칭 
အလုပ္ခြင္ 
အေခၚအေဝၚမ်ား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ဒီေန႔ ကုမၸဏီညစာစားပြဲ
လုပ္ရေအာင္လို႔ေျပာတယ္။

회식 일정 공지하기 
ကုမၸဏီညစာစားပြဲ အစီအစဥ္ 
ေၾကညာျခင္း
새 직원 소개하기 
ဝန္ထမ္းသစ္ မိတ္ဆက္ျခင္း

회식 
ကုမၸဏီညစာစားပြဲ 
직장에서의 모임 
အလုပ္ခြင္မွ 
စုေဝးေတြ႔ဆုံျခင္းမ်ား

–자고 하
다

–(으)라고 
하다

한국의 회식 문화
ကိုရီးယားရဲ႕ ကုမၸဏီ
ညစာစားပြဲ ယဥ္ေက်းမႈ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စိတ္က်ဥ္းက်ပ္မႈကုိ ခံစား
ရတယ္ဆိုရင္ အဲဒါ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မာက္ပါတယ္။

성희롱 예방 조언하기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ၾကိဳတင္ကာကြယ္နည္း 
အၾကံျပဳခ်က္
성추행에 대한 강의 듣기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ပို႔ခ်ခ်က္ နားေထာင္ျခင္း

성희롱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성희롱 대처 방법 
ကာမဆိုင္ရာ အသားယူ
ေျပာဆိုမႈ ေျဖရွင္းနည္း

–냐고 하
다

간접화법의 
축약형

성희롱의 개념과 처
벌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အတိုင္းအတာႏွင့္ 
ျပစ္ဒဏ္မ်ား 

41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ဝက္အူလွည့္နဲ႔ လုပ္ၾကည့္ပါ။

작업 도구 제안하기 
ပစၥည္းကိရိယာမ်ား သုံးေစျခင္း
작업 상황 설명하기 
အလုပ္ခြင္အေျခအေနရွင္းျပျခင္း

제조업 수공구 
ကုန္ထုတ္လုပ္ငန္းသုံးပစၥည္းမ်ား
제조업 기계 
ကုန္ထုတ္လုပ္ငန္းသုံး စက္မ်ား

(으)로

–고 있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
အလုပ္ခြင္တြင္ 
လိုအပ္ေသာ 
ပစၥည္းကိရိယာမ်ား

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
지 알아요?
ဒီစက္ကုိ ဘယ္လို ကိုင္ရလဲ 
သိလား။

기계 작동법 설명하기 
စက္လည္ပတ္ပံု ရွင္းျပျခင္း 
작업 보고하기 
အလုပ္အစီရင္ခံျခင္း

기계 작동 
စက္လည္ပတ္ျခင္း
포장 작업 
ပါကင္ပိတ္ျခင္း

–는지 알
다/모르다

–(으)ㄹ 것 
같다

안전한 도구 및

기계 사용법
စက္ႏွင့္ ပစၥည္းမ်ား 
ေဘးကင္းစြာ အသုံးျပဳနည္း

ကို
ရီးယ

ားႏုိင္ငံအ
ေၾက

ာင္း 
အ

လု
ပ္ခြင္ ယ

ဥ္ေက
်း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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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အေၾကာင္း

အရာ

과
အခန္း

제목
ေခါင္းစဥ္ 

기능/직무 구조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

어휘
ေဝါဟာရ 

문법
သဒၵါ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직
장
생
활

43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ကြန္ကရစ္သံေခ်ာင္းကုိ 
ေရႊ႕ထားပါ။

작업 지시하기 
အလုပ္တာဝန္ညႊန္ၾကားျခင္း
작업 확인하기 
အလုပ္တာဝန္ စစ္ေဆးျခင္း

건설 현장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ခြင္
유통업 포장 
ပို႔ေဆာင္ေရးလုပ္ငန္း 
ပါကင္ထုပ္ျခင္း 

–아/어 놓다

–지요

건설 현장의 중장비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ခြင္ 
စက္ယႏၱရားမ်ား

44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ဆးသုတ္ထားတာမုိ႔ပါ။

작업장 환경 묘사하기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 
ပံုေဖာ္ျပျခင္း
정리 정돈 말하기 
ေနရာတက်ထားရန္ ေျပာျခင္း

작업장 환경 
အလုပ္ခြင္ပတ္ဝန္းက်င္
အေနအထား 
폐기물과 정리 도구 
စြန္႔ပစ္ပစၥည္း သိမ္းဆည္းစက္

–거든요

–아지다/어지
다

작업 도구 정리 정돈 
အလုပ္ခြင္သံုး ကိရိယာမ်ား
ေနရာတက် ထားရွိျခင္း

45 호미를 챙겼는데요
ေျမဆြတံစဥ္ကုိ ယူလာပါတယ္။

작업 변경 요구하기 
အလုပ္အေျပာင္းအလဲ 
ေတာင္းဆိုျခင္း
작업 요청하기
အလုပ္ေတာင္းခံျခင္း 

농업 1 
စိုက္ပ်ဳိးေရး ၁ 
농업 2 
စိုက္ပ်ဳိးေရး ၂

–는데요

–기 전에
한국 농촌의 사계절 
ေက်းလက္ရဲ႕ ေလးရာသီ

46 더 신경 쓰도록 하자
ပို ဂရုစုိက္ၾကရေအာင္။

문제 원인 찾기 
ျပႆနာဇစ္ျမစ္ရွာျခင္း
해결 방안 말하기 
ေျဖရွင္းမည့္နည္းလမ္း
အေၾကာင္းေျပာျခင္း

축산업 
ေမြးျမဴေရးလုပ္ငန္း
어업 
ငါးဖမ္းလုပ္ငန္း

–도록 하다
–게 되다

축산업과 어업 현장
의 직업
ေမြးျမဴေရးႏွင့္ ေရလုပ္ငန္း
လုပ္ငန္းခြင္မွတာဝန္မ်ား

47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ကုန္လက္က်န္ အေျခအေနကုိ 
သိဖို႔ အေရးၾကီးတယ္။

업무 관리하기 
အလုပ္တာဝန္ ၾကီးၾကပ္ျခင္း
업무 실수 말하기 
အလုပ္ခြင္အမွားအယြင္း
အေၾကာင္းေျပာျခင္း

창고 관리 
ဂိုေဒါင္ၾကီးၾကပ္ျခင္း
가구 제조 
ပရိေဘာဂ ထုတ္လုပ္ျခင္း 

– 는 것이 중요
하다

–(으)ㄹ 것이다

직장에서의 칭찬  
노하우 
အလုပ္ခြင္တြင္း 
ခ်ီးက်ဴးစကား
ေျပာျခင္း

48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မထိခုိက္မိေအာင္သတိထားပါ။

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

말하기
စက္ကုိင္ခ်ိန္ 
သတိျပဳရမည့္အခ်က္မ်ား
အေၾကာင္း ေျပာျခင္း
위험 상황 대처하기
အႏၱရာယ္အေျခအေန
ကုိင္တြယ္ေျဖရွင္းျခင္း

기계 작업 
စက္ကုိင္ျခင္း
재해 
ထိခိုက္မႈမ်ား

– (으)ㄴ 적이 
있다/없다

– 지 않도록 조
심하다

작업장 사고 
အလုပ္ခြင္ မေတာ္တဆမႈ

49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
칠 수 있어요
လုံျခံဳေရးဖိနပ္ မစီးရင္ 
အႏၱရာယ္ရတတ္တယ္။

위험 상황 예방하기 
အႏၱရာယ္ ၾကိဳတင္ကာကြယ္ျခင္း
위험 가능성 경고하기 
အႏၱရာယ္ရွိႏုိင္မႈ သတိေပးျခင္း

보호구 
အကာအကြယ္ပစၥည္းမ်ား
작업장 사고 
အလုပ္ခြင္မေတာ္တဆမႈ

–(으)ㄹ 수 있다

–기 때문에

신체 기관과 보호구 
ကုိယ္ခႏၶာအစိတ္အပိုင္းမ်ား
ႏွင့္ 
အကာအကြယ္ပစၥည္းမ်ား

50
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ၾကိဳးၾကိဳးစားစားလုပ္ေပးတဲ့
ေက်းဇူးေၾကာင့္ပါ။

업무 평가하기 
အလုပ္ခြင္အကဲျဖတ္ျခင္း
건강 말하기 
က်န္းမာေရးအေၾကာင္းေျပာျခင္း

안전 수칙 
လုံျခံဳေရးစည္းကမ္းမ်ား
건강 증진 
က်န္းမာေရး ေကာင္းလာျခင္း

–(으)ㄴ 덕분에

–기로 하다

건강을 위한 스트레
칭 
က်န္းမာေရးအတြက္ 
အေၾကာေလွ်ာ့ျခင္း

법
령

및

제
도

51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ကုိရီးယားကုိ သြားျပီး 
အလုပ္လုပ္ခ်င္ပါတယ္။

고용허가제에 대해

묻고 답하기
EPS စနစ္အေၾကာင္း 
အေမးအေျဖ
EPS-TOPIK에 대해

문의하기

EPS-TOPIK 
စာေမးပြဲအေၾကာင္း အေမးအေျဖ

고용허가제 
EPS စနစ္အေၾကာင္း 
한국어 능력시험
EPS-TOPIK စာေမးပြဲ 

EPS–TOPIK 
신청서 작성하
기 
EPS–TOPIK
စာေမးပြဲေဖာင္ 
ျဖည့္ျခင္း

고용허가제 이해하기
EPS စနစ္အေၾကာင္း 
ေလ့လာျခင္း 

52

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
에요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က 
ေကာင္းတဲ့သေဘာရွိတယ္။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하기
အလုပ္စာခ်ဳပ္အေၾကာင္း
ေမးျမန္းျခင္း
근로 계약 체결하기 
အလုပ္စာခ်ဳပ္ခ်ဳပ္ဆိုျခင္း

근로 조건 
အလုပ္အခ်က္အလက္မ်ား
취업 절차 
အလုပ္ရွာျခင္း အဆင့္ဆင့္

표준근로계약
서 작성하기 
အလုပ္စာခ်ဳပ္
ျဖည့္စြက္ျခင္း

표준근로계약서
အလုပ္စာခ်ဳပ္

လု
ပ္ငန္းခြင္ဘ

ဝ
ဥပေဒႏွင့္ စ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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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표 သင္ခန္းစာ ဖြဲ႔စည္းပံုဇယား 2권

주제
အေၾကာင္း

အရာ

과
အခန္း

제목
ေခါင္းစဥ္ 

기능/직무 구조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

어휘
ေဝါဟာရ 

문법
သဒၵါ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법
령

및

제
도

53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င္ငံျခားသား မွတ္ပံုတင္ လုပ္ဖို႔ 
သြားမယ္။ 

입국 심사 받기 
ျပည္ဝင္စစ္ေဆးမႈခံယူျခင္း
외국인 등록하기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ခင္း

입국 절차 
ျပည္ဝင္လုပ္ငန္းစဥ္မ်ား
외국인 등록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ခင္း

취업 교육

이해하기 
အလုပ္ခြင္သင္တန္း
အေၾကာင္း 

외국인 등록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ခင္း

54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အာမခံေၾကးေလွ်ာက္မလို႔ပါ။

보험 가입하기 
အာမခံထားျခင္း
보험금 청구하기 
အာမခံေၾကး ေတာင္းခံျခင္း

보험 가입 
အာမခံထားျခင္း
보험금 청구 
အာမခံေၾကး ေတာင္းခံျခင္း

보험 안내

이해하기
အာမခံ 
လမ္းညႊန္မ်ား 
ေလ့လာျခင္း

외국인 근로자 보험 
ႏုိ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အာမခံ

55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လစာေျပစာကုိ စစ္ၾကည့္ပါ။

급여 명세서 확인하기 
လစာေျပစာ စစ္ေဆးျခင္း
수당 확인하기 
လုပ္အားခ စစ္ေဆးျခင္း

급여와 세금
လစာႏွင့္ အခြန္ေငြ 
수당 
လုပ္အားခ 

급여 명세서
읽기  
လစာေျပစာ 
ဖတ္ျခင္း

월급
လစာ

56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ရာသီပိတ္ရက္ရွည္
အစီအစဥ္ဆြဲျပီးျပီလား။

휴가 알아보기 
ပိတ္ရက္အေၾကာင္း 
ေလ့လာျခင္း
병가 신청하기 
ေဆးခြင့္တင္ျခင္း

휴가 
ခြင့္ရက္ရွည္ 
병가 
ေဆးခြင့္

휴가 신청서

이해하기
ခြင့္ရက္ရွည္
ေလွ်ာက္ထားျခင္း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이해
ပိတ္ရက္ဆိုင္ရာ
အလုပ္သမားဥပေဒ
အေၾကာင္း

57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အလုပ္ေျပာင္းခ်င္လုိ႔ပါ။

사업장 변경 절차

알아보기
အလုပ္ရုံ ေျပာင္းျခင္း လုပ္ငန္းစဥ္
ေလ့လာျခင္း 
일시 출국 절차 확인하기 
ေခတၱျပန္ျခင္း လုပ္ငန္းစဥ္
ေလ့လာျခင္း

사업장 변경 
အလုပ္ရံု ေျပာင္းျခင္း 
조기 귀국과 일시 출국 
ေစာျပန္ျခင္းႏွင့္ ေခတၱျပန္ျခင္း

재입국

허가 동의서

이해하기
ျပည္ျပန္ဝင္ခြင့္ 
သေဘာတူစာ
အေၾကာင္း
နားလည္ျခင္း

사업장 변경
အလုပ္ရံု ေျပာင္းျခင္း

58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နထိုင္ခြင့္သက္တမ္း 
တိုးျပီးရင္ ဆက္ဆက္ 
အေၾကာင္းၾကားရမယ္။

체류 연장 절차 알아보기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
လုပ္ငန္းစဥ္ ေမးျမန္းျခင္း 
체류 자격 변경 이해하기 
ေနထိုင္ခြင့္ဗီဇာအေၾကာင္း 

체류 기간 연장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
체류 자격 
ေနထိုင္ခြင့္ဗီဇာ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하기
ေနထိုင္ခြင့္
သက္တမ္းတိုး
ေဖာင္ ျဖည့္ျခ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
ေလွ်ာက္ထားျခင္း

직
장
생
활
용
어

59
산업 안전 Ⅰ
လုပ္ငန္းခြင္တြင္း ေဘးကင္း 
လုံျခံဳမွဳ ၁

산업 안전표지 익히기 
စက္မႈလုပ္ငန္းဆိုင္ရာ
ေဘးကင္းေရးေဆာင္ပုဒ္မ်ား
မွတ္သားျခင္း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ကုန္ပစၥည္းထုတ္လုပ္မႈ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
မွတ္သားျခင္း

산업 안전표지 
စက္မႈလုပ္ငန္းဆိုင္ရာ
ေဘးကင္းေရးေဆာင္ပုဒ္မ်ား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ကုန္ပစၥည္းထုတ္လုပ္မႈ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

직업병 
အလုပ္ေရာဂါ

60
산업 안전 Ⅱ
လုပ္ငန္းခြင္တြင္း ေဘးကင္း 
လုံျခံဳမွဳ ၂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ကုန္ပစၥည္းထုတ္လုပ္မႈ
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ဆာက္လုပ္ေရးလုပ္ငန္း
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
မ်ား မွတ္သားျခင္း

직업병 예방
အလုပ္ေရာဂါ ကာကြယ္ေရး

ဥပေဒႏွင့္ စနစ္မ်ား
အ

လု
ပ္ခြင္သံု

း စက
ားလံု

း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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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인물 ပါဝင္သူမ်ား

선생님 ဆရာမ

리한 ရီဟန္
ပါကစၥတန္

바루 ဘာရူ
အင္ဒိုနီးရွား

투안 ထူအန္း
ဗီယက္နမ္ 

아딧 အာဒစ္
ထိုင္း

카림 ခါရင္း
ဥဇဘက္ကစၥတန္

리리 လီလီ
တရုတ္

흐엉 ဟူေအာင္း
ဗီယက္နမ္

수피카 ဆူဖီခါ 
ထိုင္း

모니카 မုိနီခါ
သီရိလကာၤ

수루 ဆူရူ
တရုတ္ 

바트 ဘာထု
မြန္ဂို

타타 ထာထာ
အင္ဒိုနီးရွား

칸 ခန္း
ကေမာၻဒီးယား

이반 အီဗန္
ဥဇဘက္ကစၥတန္

인디카 အင္ဒီခါ
သီရိလကာၤ

박지훈 ဘတ္ဂ်ီဟြန္း
ကုိရီးယား

이미영 အီမီေယာင္း
ကုိရီးယား

김건우 ဂင္ေဂၚႏူ
ကုိရီးယား

정소희 ေဂ်ာင္ဆိုဟီး
ကုိရီးယား

이민우 အီမင္ႏူ 
ကုိရီး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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ဘာသာစကားအုပ္စု 1

ျမန္မာဘာသာစကားက တရုတ္-တိဘက္ ဘာသာစကားအုပ္စုမွာ ပါဝင္ျပီး ကိုရီးယားဘာသာစကားကေတာ့ 
အာလ္တုိက္(Altaic)ဘာသာစကားအုပ္စုမွာ ပါဝင္ပါတယ္။ အခုလို ဘာသာစကားအုပ္စုခ်င္း မတူညီၾကေပမဲ့ ကိုရီးယား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မွာ ဆင္တူတဲ့ အခ်က္ေတြ အလြန္ မ်ားပါတယ္။

ဘာသာစကားအုပ္စု နီးစပ္ေသာ ဘာသာစကားမ်ား

တရုတ္-တိဘက္အုပ္စု တိဘက္၊ လီဆူ၊ အာခ်န္း ဘာသာစကားမ်ားM

အာလ္တိုက္အုပ္စု ဥဇဘက္ကစၥတန္၊ ကာဂ်စၥတန္၊ တူရကီ ဘာသာစကားမ်ား K

အသံထြက္မ်ား2

1.  သရသံႏွင့္ ဗ်ည္းသံမ်ား 
  ကုိရီးယားဘာသာစကားမွာ ျမန္မာလူမ်ဳိးေတြ အသံထြက္ရခက္တ့ဲ သရသံ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မွာ မရွိတဲ့ 

ဗ်ည္းသံေတြ ရွိပါတယ္။ 

   သရ ㅡ[ ɨ ] ရဲ႕ အသံထြက္ကုိ ျမန္မာဘာသာစကားနဲ႔ တစ္ထပ္တည္းက်ေအာင္ မေဖာ္ျပႏုိင္ပါဘူး။ အနီးစပ္ဆံုး 
ေရးရင္ [အြတ္]လုိ႔ ေရးလို႔ေတာ့ ရေပမဲ့ ဒါဟာ ㅡ[ ɨ ] ရဲ႕ တကယ့္ အသံအမွန္ေတာ့ မဟုတ္ပါဘူး။ ဒါေၾကာင့္မုိ႔ 
တကယ့္ ကိုရီးယားအသံကို နားေထာင္ျပီး ပါးစပ္ပံုစံကို တူေအာင္ လိုက္လုပ္ရင္း ေလ့က်င့္ရပါမယ္။

   ဗ်ည္း ㄹ[r/l] ရဲ႕ အသံထြက္ဟာလည္း ျမန္မာစကားစစ္စစ္မွာေတာ့ မရွိပါဘူး။ သူ႔ကုိ [ya]လုိ႔ မဖတ္ရပါဘူး။ 
အဂၤလိပ္စကားရဲ႕ [r]အသံ(ex:[ရိုမီယုိ/romeo]) သုိ႔မဟုတ္ ရခုိင္[Rakhai]ရဲ႕ [ra]သံမ်ဳိး ထြက္ေပးရပါတယ္။ 
သူကေတာ့ ျမန္မာစကားမွာ မရွိေပမဲ့ ျမန္မာေတြနဲ႔ စိမ္းလွတဲ့ အသံမ်ဳိးေတာ့ မဟုတ္တဲ့အတြက္ အခက္အခဲေတာ့ 
မရွိပါဘူး။

2. အသတ္သံမ်ား
(1) တစ္လံုးတည္း အသတ္မ်ား

   ကုိရီးယား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တြမွာ အသတ္သံ ထြက္ပံုခ်င္းလည္း အနည္းငယ္ ကြာျခားပါတယ္။ 
ျမန္မာဘာသာစကားမွာ ႏွာသံနဲ႔ သံျပတ္ အသံထြက္ေတြကို ထြက္တဲ့အခါ အသံရဲ႕ တည္ေနရာနဲ႔ ပါးစပ္ပံုစံက 
အေရးမၾကီးတာမုိ႔ အသံတူတာ၊ အသံခြဲရခက္တာမ်ဳိးေတြ ရွိပါတယ္။ ဒါေပမဲ့ ကိုရီးယားဘာသာစကားမွာေတာ့ 
အသံထြက္တဲ့ ေနရာနဲ႔ ပါးစပ္ပံုစံက အေရးၾကီးတာမုိ႔ သတိထားျပီး ေလ့က်င့္ရပါမယ္။

 ႏွာသံမ်ား  - 강[kaŋ], 간[kan], 감[kam] (ျမန္မာမွာ - ကံ၊ ကန္၊ ကမ္[kan]) 
 သံျပတ္အသံမ်ား  - 각[kak], 갇[kat], 갑[kap] (ျမန္မာမွာ - ကက္[ket]၊ ကတ္=ကပ္[kat])
 လွ်ာလိပ္သံ  -   갈[kal] (ျမန္မာဘာသာစကားတြင္ မရွိေသာ္လည္း အဂၤလိပ္ဘာသာစကားမွ လွ်ာလိပ္သံကဲ့သုိ႔ 

အသံထြက္လွ်င္ ရပါသည္။)

ျ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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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ကုိရီးယားဘာသာစကားမွာလည္း အသံတူ အသတ္မ်ား ရွိပါတယ္။

 (ကုိရီးယား) 각, 갂, 갘 > [kak]
   갇, 갓, 갖, 갗, 같, 갔 > [kat] 
   갑, 갚 > [kap]
 
 (ျမန္မာ) ကတ္[kat]=ကပ္[kat]

(2) ႏွစ္လံုးတြဲ အသတ္မ်ား
  ကိုရီးယား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ဟာ ႏွစ္လံုးတြဲအသတ္ေတြမွာလည္း အသံထြက္ပံုခ်င္း ကြာျခားပါတယ္။ 

ကုိရီးယားရဲ႕ ႏွစ္လံုးတြဲအသတ္ကေတာ့ ႏွစ္ခုအနက္မွ တစ္ခုကုိပဲ အသံထြက္ရတာျဖစ္ျပီး ျမန္မာစကားရဲ႕ 
ႏွစ္လံုးတြဲအသတ္ကေတာ့ တစ္ခုက အသတ္၊ တစ္ခုက ဗ်ည္းျဖစ္ပါတယ္။

 
 (ကိုရီးယား) - 값[kap]
 (ျမန္မာ) - တကၠသိုလ္(တက္ကသိုလ္[tekkatho])

3. အသံကူးျခင္း 
   စကားသံမ်ားဟာ စကားလံုး တစ္လံုးထက္ ပိုလာတဲ့အခါ အသံကူးတတ္ပါတယ္။ အသတ္ပါတဲ့ စကားလံုးရဲ႕ 

အေနာက္မွာ သရနဲ႔ စတဲ့ စကားလံုး (ဗ်ည္းမဲ့သေကၤတ ‘ㅇ’ ) ရွိရင္ ေရွ႕က စကားလံုးရဲ႕ အသတ္ဟာ ေနာက္က 
စကားလံုးရဲ႕ ဗ်ည္းအျဖစ္ အသံကူးသြားပါတယ္။

 •밥을 먹어요 [바블 머거요]

ဒီဝါက်မွာ (을 နဲ႔ 어) ရဲ႕ အေရွ႕မွာ အသတ္ေတြ ရွိတဲ့အတြက္ေၾကာင့္ (블 နဲ႔ 거) ဆုိျပီး 
အသံကူးသြားတာျဖစ္ပါတယ္။

4. အသံေျပာင္းျခင္း
  စကားသံမ်ားဟာ စကားလံုး တစ္လံုးထက္ ပိုလာတဲ့အခါ အသံေျပာင္းတတ္ပါတယ္။ ကိုရီးယားရဲ႕ အသံေျပာင္းျခင္း 

စည္းကမ္းေတြကေတာ့ အမ်ားၾကီး ရွိပါတယ္။ အမ်ားအားျဖင့္ ေရွ႕က စကားလံုးရဲ႕ အသတ္က ေနာက္က 
စကားလံုးရဲ႕ ဗ်ည္း သို႔မဟုတ္ သရရဲ႕ သက္ေရာက္မႈေၾကာင့္ ေရွ႕က စကားလံုးရဲ႕ အသံေျပာင္းသြားတာမ်ဳိး 
ျဖစ္ပါတယ္။ 

 

 •국내 kukne [kuŋnε], 막내 makne [maŋnε]

  ‘ㄱ’ အသတ္ေနာက္မွာ ‘ㄴ’ ဗ်ည္း ရွိရင္ ‘ㄱ’ ဟာ ‘ㅇ’ သံျဖစ္သြားပါတယ္။ ဒါကို ႏွာသံေျပာင္းျခင္းလုိ႔ ေခၚပါတယ္။ 

(ကိုရီးယားဘာသာစကားရဲ႕ အသံကူးေျပာင္းပံု အေသးစိတ္ကုိ သင္ခန္းစာ တစ္ခန္းခ်င္းစီမွာ ထပ္ ရွင္းျပပါ့မယ္။)

ျ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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သဒၵါႏွင့္ အသံုးမ်ား3

1. ဝါက်စဥ္

(1)   ကိုရီးယား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ဟာ ဝါက်စဥ္လည္း တူညီပါတယ္။ ကတၱား+ၾကိယာ+ကံ(SVO)ဝါက်စဥ္ျဖစ္တဲ့ 
တရုတ္နဲ႔ အဂၤလိပ္ဘာသာစကားလိုမဟုတ္ဘဲ ကိုရီးယား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ဟာ ကတၱား+ကံ+ၾကိယာ(SOV)
ဝါက်စဥ္ပုံစံျဖစ္ပါတယ္။

M

K

 အေမက ေကာ္ဖီကိ ု ေသာက္တယ္။

 ကတၱား ကံ ၾကိယာ

 엄마가 커피를 마신다.

 ကတၱား ကံ ၾကိယာ

(2)  ကုိရီးယားဘာသာစကားဟာ ျမန္မာဘာသာစကားလိုပဲ ၾကိယာရဲ႕ အေရွ႕မွာ ၾကိယာဝိေသသနကို ထားရပါတယ္။

 
ျမန္ျမန္ ေျပးတယ္။M

빨리 달린다.K

(3)  ကုိရီးယားဘာသာစကားဟာ ျမန္မာဘာသာစကားလိုပဲ နာမ္ရဲ႕ အေနာက္မွာ ဝိဘတ္လုိက္ပါတယ္။

 
M

K

ဆုိးလက္ိုဆိုးလ္ + ကို 

서울에서울 + 에

(4)  ကုိရီးယားဘာသာစကားဟာ ျမန္မာဘာသာစကားလိုပဲ အကူၾကိယာဟာ ပင္မၾကိယာရဲ႕ အေနာက္မွာ ေနရပါတယ္။

 
M

K

သြားရမယ္သြား + ရမယ္

가야 한다가 + -아/어야 한다

ျ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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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ကိုရီးယားဘာသာစကားမွာ အျငင္းကို ျပခ်င္တဲ့အခါ ျမန္မာဘာသာစကားလုိပဲ (မ+ၾကိယာ+ဝါက်အဆံုးသတ္)
ပံုစံရွိပါတယ္။ ဒါ့အျပင္ ျမန္မာမွာ မရွိတဲ့ (ၾကိယာ+အျငင္း+ဝါက်အဆံုးသတ္)ပံုစံလည္း ရွိပါတယ္။ 

 

M

K

မစားဘူးမ + စားဘူး

안 먹어요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먹 + 지 않아요

(6)   ျမန္မာစကားမွာ နာမ္ကို အထူးျပဳတဲ့အခါ ေရွ႕ကေနေရာ ေနာက္ကေနပါ စကားလံုးထည့္လုိ႔ရေပမဲ့ 
ကိုရီးယားစကားမွာေတာ့ နာမ္ရဲ႕ အေရွ႕ကေနပဲ အထူးျပဳလုိ႔ရပါတယ္။

 
M

K

ေကာ္ဖပီူပူေကာ္ဖီ + ပူပူ

ပူတဲ ့ေကာ္ဖီ ပူတဲ့ + ေကာ္ဖီ

따뜻한 커피따뜻한 커피

2. လိပ္စာႏွင့္ ရက္စြဲ ေရးနည္း

(1)       ကိုရီးယားႏုိင္ငံမွာ လိပ္စာေရးတဲ့အခါ ၾကီးစဥ္ငယ္လုိက္ အစဥ္အတုိင္း ေရးရပါတယ္။

 

အမွတ္ ၂၄၆၊ သမာဓိလမ္း၊ သီရိမဂၤလာရပ္၊ ေမာ္လျမိဳင္ျမိဳ႕။M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အူးလ္ဆန္းျမိဳ႕၊ ဂၽြန္ဂူျမိဳ႕နယ္၊ ဂ်ဳံဂါရိုလမ္း၊ အမွတ္ ၃၄၅ 
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ဌာန

K

(2)       ျမန္မာဘာသာစကားမွာ (ရက္၊လ၊ႏွစ္)လို႔ ေရးေပမဲ့ ကိုရီးယားဘာသာစကားမွာေတာ့ (ႏွစ္၊လ၊ရက္)လို႔ပဲ 
ေရးပါတယ္။

 
၃၁ ရက္၊ ၁ဝ လ၊ ၂ဝ၁၈ ခုႏွစ္M

2018년 10월 31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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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3. အခ်ိန္ႏွင့္ ကာလ
    ျမန္မာစကားမွာ (ခဲ့တယ္/တယ္/မယ္)စတဲ့ စကားလံုးေတြနဲ႔ အခ်ိန္ကာလ(အတိတ္/ပစၥဳပၸန္/
အနာဂတ္/ျပဳေနမႈ/ျပီးဆံုးမႈ)ကို ေဖာ္ျပပါတယ္။ ဒါေပမဲ့ ကိုရီးယားဘာသာစကားေလာက္ေတာ့ အခိ်န္ကာလျပ 
စကားလံုးေတြကို တိတိက်က် တြင္တြင္က်ယ္က်ယ္ အသံုးမျပဳပါဘူး။ 

ျမန္မာစကားနဲ႔ ကိုရီးယားစကားရဲ႕ အသိသာဆံုး ကြာျခားခ်က္ကေတာ့ ၾကိယာနဲ႔ တြဲဆက္ပံု တြဲဆက္နည္းျဖစ္ပါတယ္။ 

M

K

စား + ခဲ့ + တယ္။ စား + တယ္။စား + ေန + တယ္။ စား + မယ္။

먹 + 었 + 다 먹 + 는 + 다먹 + 고 있 + 다 먹 + 겠 + 다

   အေပၚက ဥပမာကို ၾကည့္မယ္ဆုိရင္ (စားခဲ့တယ္)နဲ႔(စားေနတယ္)ရဲ႕ စကားဆက္အသံုးျပဳပံုက ကုိရီးယားနဲ႔ ျမန္မာ 
အတူတူပဲ ျဖစ္ပါတယ္။ ဒါေပမဲ့ (စားတယ္)နဲ႔(စားမယ္)မွာက်ေတာ့ ျမန္မာစကားမွာ ဝါက်အဆံုးသတ္ တစ္ခုတည္းနဲ႔ 
အခ်ိန္ကာလကို ေဖာ္ျပလို႔ရေပမဲ့ ကုိရီးယားစကားမွာေတာ့ ၾကိယာနဲ႔ ဝါက်အဆံုးသတ္စကားလံုးရဲ႕ ၾကားမွာ 
ကာလျပစကားဆက္ကို မျဖစ္မေန ထည့္ေပးရပါတယ္။  

  ဥပမာ 먹었다 ရဲ႕ 었 ဟာဆုိရင္ ဝါက်အဆံုးသတ္နဲ႔ တြဲတဲ့ အတိတ္ကာလျပ စကားဆက္ပံုစံျဖစ္ျပီး သူ႔ေရွ႕က 
ၾကိယာက အာသရလား ေအာသရလားဆိုတာကုိ ၾကည့္ျပီးမွ တြဲဆက္ရတာျဖစ္ပါတယ္။  
အဲဒီလုိ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နာမ္ သို႔မဟုတ္ ၾကိယာကို စကားဆက္ တစ္ခုနဲ႔ တြဲဆက္ေတာ့မယ္ဆုိရင္ 
အျမဲတမ္း “ဗ်ည္း+သရေအာက္မွာ အသတ္ပါျခင္း/မပါျခင္းနဲ႔ ဗ်ည္းနဲ႔ တြဲထားတဲ့ သရက ဘယ္လို သရလ”ဲဆုိတာကို 
ထည့္စဥ္းစားေပးရပါတယ္။

 

M

K

စားခဲ့သ ူ/ 
သြားခဲ့သူ

먹은 사람 / 
 사람 

စားမယ့္သ ူ/ 
သြားမယ့္သူ 

먹을 사람 / 

 사람 

စားတဲ့သူ / 
သြားတဲ့သူ

먹는 사람 /

가는 사람

စားေနတဲ့သူ / 
သြားေနတဲ့သူ

먹고 있는 사람 / 

가고 있는 사람

   အေပၚက ဥပမာကေတာ့ နာမ္ကို အထူးျပဳတဲ့ ကာလျပစကားဆက္ အသံုးျပဳပံုကို ႏႈိင္းယွဥ္ျပထားတာျဖစ္ပါတယ္။ 
အတိတ္ကာလနဲ႔ အနာဂတ္ကာလျပ စကားလံုးေတြမွာ ၾကည့္ရင္ အသတ္ပါျခင္း မပါျခင္းအေပၚမူတည္ျပီး 
အသံုးျပဳတဲ့ ကာလျပစကားဆက္ပံုစံ ကြဲျပားတာ ေတြ႔ႏုိင္ပါတယ္။ ျမန္မာစကားမွာေတာ့ အဲဒီလို ဗ်ည္းသရ 
ခြဲသံုးျခင္းမ်ဳိး မရွိတာမုိ႔ ဒါဟာလည္း ေသခ်ာ ေလ့လာမွတ္သားရမယ့္ အေၾကာင္းအရာတစ္ခုပဲ ျဖစ္ပါတယ္။

   ေနာက္တစ္ခ်က္ မတူတာက ျမန္မာစကားမွာ စကားဆက္ကို သံုးျပီး နာမ္ကို အထူးျပဳတဲ့အခါ ဝါက်အဆံုးသတ္ကို 
သံတုိေျပာင္းေပးလိုက္ရံုပါပဲ။ ဥပမာ(စားတယ္ → စားတဲ့သူ/စားမယ္ → စားမယ့္သူ)။ 

   ဒါေပမဲ့ ကိုရီးယားစကားမွာေတာ့ ဝါက်အဆံုးသတ္နဲ႔ တြဲခဲ့တဲ့ စကားလံုးကို နာမ္ကုိ အထူးျပဳတဲ့အခါမွာ 
စကားဆက္အေနနဲ႔ ဆက္သံုးလုိ႔ ရတာလည္း ရွိသလို မရတာလည္းရွိပါတယ္။

 ဥပမာ(먹는다 → 먹는 사람 ), (먹었다 → 먹었 사람 X), (먹겠다 → 먹겠 사람 X), (먹고 있다 → 먹고 있 사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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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ယဥ္ေက်းသည့္ အသံုးအႏႈန္းမ်ား
ကိုရီးယားဘာသာစကားမွာ ယဥ္ေက်းတဲ့ အသံုးႏွင့္ ပံုမွန္အသံုး၊ သူငယ္ခ်င္းသံုး စသည္ျဖင့္ စကားေျပာပံုစံမ်ား 
ရွိပါတယ္။ ျမန္မာစကားရဲ႕ (ရွိသည္ႏွင့္ ရွိပါသည္၊ စားသည္ႏွင့္ သံုးေဆာင္သည္)ကဲ့သုိ႔ေသာ အသံုးမ်ားဟာ 
ကိုရီးယားဘာသာစကားမွာ လြန္စြာ စံုလင္ၾကြယ္ဝလွတဲ့အတြက္ ကိုရီးယားဘာသာစကားရဲ႕ အခက္ခဲဆံုး 
က႑လုိ႔ေတာင္ ဆုိၾကပါတယ္။

M

K

ငါ အိမ္မွာ ရွိတယ္။(ရိုးရိုးဝါက်)
ကၽြန္မ အိမ္မွာ ရွိပါတယ္။(ပိုယဥ္ေက်းတဲ့ ဝါက်)

저는 집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댁에 계십니다. 

  ကိုရီးယားစကားမွာ 저(ကၽြန္ေတာ္)ဆိုတာ မိမိကိုယ္ကို ႏွိမ့္ခ်တဲ့ အသံုးျဖစ္ျပီး 습니다(ပါတယ္။)ကလည္း ကိုယ့္ထက္ 
ၾကီးတဲ့ သူကို ေျပာတဲ့အခါမွာ သံုးတဲ့ ဝါက်အဆံုးသတ္ပံုစံျဖစ္ပါတယ္။ အဲဒီလို မိမိကုိယ္ကို ႏွိမ့္ခ်ေျပာဆုိျခင္းအားျဖင့္ 
ယဥ္ေက်းေစတဲ့ အသံုးမ်ဳိးလည္း ရွိသလို နံပါတ္(၂)ဝါက်ထဲကလုိ 께서(က)ဆုိတဲ့ ဝိဘတ္ကို အသံုးျပဳျပီး 
တစ္ဖက္သားကို ျမႇင့္တင္ျခင္းအားျဖင့္ စကားကို ယဥ္ေက်းေစတာမ်ဳိးလည္း ရွိပါတယ္။ 댁(အိမ္)ဆုိတာကလည္း 
집(အိမ္)ကို ပုိယဥ္ေက်းေအာင္ ေျပာတာျဖစ္ျပီး 계시(ရွိ)ကလည္း 있(ရွိ)ကို ပိုယဥ္ေက်းေအာင္ သံုးတဲ့ 
စကားမ်ဳိးျဖစ္ပါတယ္။ အဓိကအားျဖင့္ မိမိကိုယ္ကို ႏွိမ့္ခ်တဲ့ ပံုစံနဲ႔ တစ္ဖက္သားကို ျမႇင့္တင္တဲ့ ပံုစံဆုိျပီး ရွိတာမုိ႔ 
ဒါေတြကို ကၽြမ္းက်င္ေအာင္ ေလ့က်င့္ဖို႔ လုိ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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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ကြ်န္ေတာ္တို႔ ဇာတိမွာက ဆိုးလ္မွာထက္ ေလေကာင္းေလသန္႔ ပိုရတယ္။

ဘာရူနဲ႔ ေခ်ာလ္မင္ အျပင္ကို ၾကည့္ရင္း စကားေျပာေနၾကပါတယ္။ သူတို႔ ဘာ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ပါလဲ။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 
ၾကည့္ရေအာင္။

바루	 	철민 씨, 밖을 보세요. 지금 눈이 와요. 우와 

신기해요.
   ေခ်ာလ္မင္ေရ၊ အျပင္ကုိ ၾကည့္ပါဦး။ အခု ႏွင္းေတြ က်ေနတယ္။  

အံ့ၾသစရာၾကီးဗ်ာ။

철민	 	바루 씨는 눈을 처음 봐요?
 ဘာရူက ႏွင္းက်တာ အခုမွ ျမင္ဖူးတာလား။

바루	 	네, 우리 고향은 일 년 내내 더워요. 12월에도 

최저기온이 20도 정도라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ဟုတ္တယ္ဗ်။ ကြ်န္ေတာ္တို႔ဆီမွာက တစ္ႏွစ္ပတ္လုံး 
ပူတာ။ ၁၂လပိုင္းမွာေတာင္  အနိမ့္ဆုံးအပူခိ်န္က ၂၀ဒီဂရီ 
ေလာက္ပဲဆုိေတာ့ ပင္လယ္ကမ္းစပ္ သြားျပီး ေရေတာင္ ကူးလုိ႔ 
ရတယ္။

철민	 	정말요? 바루 씨 고향에 여행 가고 싶네요.
  ဟုတ္လား။ ဘာရူတုိ႔  ဇာတိကုိ အလည္သြားခ်င္လုိက္တာဗ်ာ။

바루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습해요. 여행을  

하려면 여름에 가세요. 기온은 높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여행하기 좋아요.

  ေဆာင္းတြင္းမွာေတာ့ မိုး အရမ္း ရြာေတာ့ စိုစိုစြတ္စြတ္နဲ႔။ 
သြားလည္မယ္ဆုိရင္ ေႏြရာသီမွာ သြားဗ်။ အပူခ်ိန္ေတာ့ 
ျမင့္ေပမယ္ မိုးမရြာေတာ့ လည္လုိ႔ ပတ္လို႔ ေကာင္းတယ္။ 

1.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2. 바루 씨의 고향은 날씨가 어때요? 
     သူတုိ႔ ႏွစ္ေယာက္ အခု ဘာကုိ ၾကည့္ေနတာလဲ။ ဘာရူတုိ႔ ဇာတိမွာ ရာသီဥတုက ဘယ္လိုေန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신기하다 
ထူးျခားအံ့ၾသဖြယ္ရာေကာင္းသည္
·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하니까	정말	신기	
해요.

  ႏိုင္ငံျခားသားျဖစ္ျပီး ကိုရီးယားလူမ်ိဳး 
အတုိင္း ကုိရီယားစကား ေျပာတာ 
အရမ္း အ့ံၾသဖို႔ ေကာင္းတယ္။

·	TV에서	마술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신기했어요.

  တီဗီမွာ မ်က္လွည့္ျပတာ ေတြ႔တာ 
အရမ္း ထူးဆန္းတယ္။

정도 ေလာက္

N쯤 ျဖင့္ အစားထိုး အသုံးျပဳႏုိင္သည္။

·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정도		

걸려요.	

  အိမ္ကေန ရုံးအထိ မိနစ္ ၃၀ေလာက္ 

ၾကာတယ္။

·	한국에서	산	지	1년	정도		

됐어요.

  ကုိရီးယားမွာ ေနတာ ၁ႏွစ္ေလာက္ 

ရိွျပီ။

정답 		1.	눈	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2.	일	년	내내	더워요.

22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31 ကြ်န္ေတာ္တို႔ ဇာတိမွာက ဆိုးလ္မွာထက္ ေလေကာင္းေလသန္႔ ပိုရတယ္။	 23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ရာသီဥတုအေၾကာင္း ေျပာတတ္ေစရန္၊ 
ႏႈိင္းယွဥ္တတ္ေစရန္

□သဒၵါ  –지만, 보다

□ေဝါဟာရ  ရာသီဥတု၊ ျမိဳ႕ျပအဂၤါရပ္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ရွိ ခရုိင္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97



ဒါကေတာ့ ရာသီဥတုနဲ႔ သက္ဆိုင္တဲ့ အသံုးအႏႈန္းေလးေ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기온
အပူခိ်န္

영하
သုညမွတ္ ေအာက္

영상
သုညမွတ္ႏွင့္ အထက္

습도
စိုထုိင္းဆ

최고기온
အျမင့္ဆံုးအပူခိ်န္

최저기온
အနိမ့္ဆုံးအပူခိ်န္

기온이	높다
အပူခိ်န္ ျမင့္သည္

기온이	낮다
အပူခိ်န္ နိမ့္သည္

기온이	올라가다
အပူခိ်န္ ျမင့္တက္လာသည္

기온이	내려가다
အပူခိ်န္ 

က်ဆင္းသြားသည္

습하다
စိုစြတ္သည္

건조하다
ေျခာက္ေသြ႕သည္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 영상 ㉡ 최고기온 ㉢ 습도 ㉣ 최저기온 ㉤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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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⑤     ㉤

영상

최고기온

습도

최저기온

영하

2.   그림을 보고 ‘-지만’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지만.’

1)  가: 한국은 겨울에도 습해요? 

 나: 아니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

2) 가: 투안 씨 고향 날씨는 어때요? 

 나: 낮에는  

      밤에는 .

여름

낮

겨울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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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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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지만’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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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요, 여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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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နဲ႔ တြဲဆက္ပါ။

정답 		1.	㉡		2.	㉢		3.	㉣		4.	㉤		5.	㉠

22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31 ကြ်န္ေတာ္တို႔ ဇာတိမွာက ဆိုးလ္မွာထက္ ေလေကာင္းေလသန္႔ ပိုရတယ္။	 23

어휘 1  ေ၀ါဟာရ ၁ 날씨 ရာသီဥတု 



24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အေၾကာင္းအရာခ်င္း ဆန္႔က်င္ဘက္ျဖစ္တဲ့ ဝါက် ႏွစ္ေၾကာင္းကို ဆက္စပ္ေပးတဲ့အခါ  သံုးပါတယ္။ 
 ၾကိယာ သို႔မဟုတ္ ဂုဏ္ရည္ျပၾကိယာနဲ႔ တဲြဖက္သံုးေလ့ရိွျပီး နာမ္နဲ႔ တဲြတဲ့ အခါမွာေတာ့ ‘-(이)지만’	ကို သံုးပါတယ္။

·	가:	수루	씨	고향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ဆူရူတုိ႔ ဇာတိမွာ ေႏြရာသီ ရာသီဥတုက ဘယ္လုိေနလဲ။ 
					나: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지만	습도가	낮아서	많이	덥지	않아요.		

									၃၀ ဒီဂရီေလာက္ထိ အပူခိ်န္ ျမင့္တက္တတ္ေပမဲ့ စိုထိုင္းဆေတာ့ နိမ့္လုိ႔ သိပ္ အပူၾကီးေတာ့ မဟုတ္ပါဘူး။
·	가:	인디카	씨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အင္ဒီခါတို႔ ဇာတိမွာေရာ ဆိုးလ္လုိပဲလား။
				나:		아니요,	서울에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	고향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ဟင့္အင္း၊ ဆုိးလ္မွာက လူေတြ မ်ားေပမဲ့ ကြ်န္မတုိ႔ ဇာတိမွာေတာ့ လူ သိပ္မရိွပါဘူး။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지만’ က ‘-ေပမဲ’့လုိ႔ ဆုိလုိပါတယ္။ ျမန္မာစာမွာလိုပဲ ဝါက် ႏွစ္ေၾကာင္းၾကားမွာ သုံးျပီး ပထမ ဝါက်ရဲ႕ ၾကိယာ 
သုိ႔မဟုတ္ ဂုဏ္ရည္ျပၾကိယာနဲ႔ တဲြဖက္ သုံးပါတယ္။

·우리	아버지는	크지만	어머니는	작으세요.	ကၽြန္ေတာ္တို႔ အေဖက အရပ္ရွည္ေပမဲ့ အေမကေတာ့ ပုပါတယ္။
·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ကုိရီးယားစကားကို ေကာင္းေကာင္း မေျပာတတ္ေပမဲ့ ကိုရီးယားဇာတ္လမ္းတြဲကုိ ၾကိဳက္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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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지만’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지만’ ကုိ သုံး၍ ဝါက်ကို အဆုံးသတ္ပါ။ 

1)

2)

가:	한국은	겨울에도	습해요?	ကုိရီးယားမွာက ေဆာင္တြင္းလည္း စိုစြတ္တာပဲလား။

나:		아니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	

	 ဟင့္အင္း၊ ေႏြဘက္မွာေတာ့ စိုစြတ္ေပမဲ့ ေဆာင္တြင္းမွာေတာ့ မစိုစြတ္ပါဘူး။

		낮	 밤

가:	투안	씨	고향	날씨는	어때요?	ထူအန္းတုိ႔ ဇာတိရဲ႕ ရာသီဥတုကေရာ ဘယ္လုိေနလဲ။ 

나:		낮에는																												밤에는																											.	

	 ေန႔ဘက္မွာေတာ့ ပူေပမဲ့ ညဘက္မွာေတာ့ ေအးပါတယ္။

여름	 겨울

정답 		1.	습하지만,	습하지	않아요		2.	덥지만,	시원해요

‘-지만’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ပံုကို ၾကည့္ျပီး ကြက္လပ္ထဲမွာ သင့္ေတာ္ရာ 
စကားလံုးကို ျဖည့္ကာ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1.	운동화는																						구두는	불편해요.	

2.	오전에는																						지금은	안	와요.	

3.	시장은																						공원은	가까워요.	

4.	저는	기타는	못																						피아노는	칠	수	있어요.	

정답 		1.	편하지만		2.	왔지만		3.	멀지만		4.	치지만

ထပ္ျပီး ေလ့လာရေအာင္။ ‘-지만’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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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지만 G31-1



24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ခန္း တစ္ေယာက္ တကၠစီ ငွားစီးေနပါတယ္။ ကားဆရာနဲ႔ ဘာေတြ ေျပာေနၾကလဲ။ အရင္ဆံုး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ရေအာင္။

1. 칸 씨는 어디에서 왔어요? ခန္းက ဘယ္က လာခဲ့တာလဲ။

2. 칸 씨는 고향은 어때요? ခန္းရဲ႕ ဇာတိက ဘယ္လုိေနလဲ။

ဒီတစ္ခါေတာ့ ကိုယ့္ကိုယ္ကို ခန္းနဲ႔ ကားဆရာလို႔ သေဘာထားျပီး သူတို႔ ေျပာသလို လိုက္ေျပာ
ၾကည့္ရေအာင္။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어디에서	오셨어요?	
ဘယ္ႏိုင္ငံက လာခဲ့တာပါလဲ။ 
·	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ဘယ္ႏိုင္ငံက လာခဲ့တာပါလဲ။ 
	 나:	미얀마에서	왔어요.
   ျမန္မာႏိုင္ငံက လာခဲ့တာပါ။ 

택시 기사	 어서 오세요.
 ၾကြပါ ခင္ဗ်ာ။

칸	 	신도림으로 가 주세요.
 ရွင္းဒိုရင္းကို သြားေပးပါခင္ဗ်။    

택시 기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

셨어요?
   ဟုတ္ကဲ့ပါ။ ဒါနဲ႔ ဘယ္ႏိုင္ငံက လာတာလဲ။ 

칸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ကေမၻာဒီးယားက လာတာပါ။

택시 기사	 	아, 캄보디아요? 저도 한 번 여행을 

가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공기도 맑

고 시끄럽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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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ကာင္း ေလသန္႔လည္း ရျပီးသိပ္မဆူညံဘူးဗ်။

칸	 	네,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인구도 적

고 조용해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왔

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

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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ဆိုးလ္မွာထက္ လူေန နည္းျပီး ျငိမ္ျငိမ္သက္သက္ 
ရိွတယ္။ အဲဒါေၾကာင့္ ဆိုးလ္ကို ေရာက္ေရာက္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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ခန္႔မွန္းမထားေသာ ကိစၥေၾကာင့ ္
အံ့အားသင့္ျခင္းကုိ ေဖာ္ျပသည့္အခါ 
သုံးသည္။
·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국
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	
어요.

  ကုိရီးယားမွာ အလုပ္လုပ္ေနတဲ့ 
သူငယ္ခ်င္းက ကုိရီးယားလုိ အရမ္း 
ကြ်မ္းလုိ႔ ရုတ္တရက္ အံ့ၾသမိတယ္။

·	리한	씨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
아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ရီဟန္က ရုတ္တရက္ ဇာတိက 
ျပန္မယ္လုိ႔ ေျပာေတာ့ အရမ္း 
အံ့ၾသသြားတာ။

정답 		1.	캄보디아			2.	서울보다	인구가	적고	조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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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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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႕ျပအဂၤါရပ္နဲ႔ ပတ္သက္တဲ့ အသံုးအႏႈန္းေတြ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인구가	많다
လူေနမႈ ထူထပ္သည္

복잡하다
လူရႈပ္သည္

인구가	적다
လူေနမႈ နည္းပါးသည္

한적하다
ဆိတ္ျငိမ္သည္

교통이	편리하다
လမ္းပန္းဆက္သြယ္ေရး 

လြယ္ကူသည္

교통이	불편하다
လမ္းပန္းဆက္သြယ္ေရး 

ခက္ခဲသည္

시끄럽다
ဆူညံသည္

조용하다
ျငိမ္သက္သည္

공기가	맑다
ေလေကာင္းေလသန္႔ရသည္

유명하다
နာမည္ၾကီးသည္

친절하다
ေဖာ္ေရြသည္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교통이	복잡해요. ရံုးတက္ရံုးဆင္းခိ်န္မွာေတာ့ အျမဲတမ္း ကားလမ္းေတြ ရႈပ္တတ္တယ္။

•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해요.	 
အခု ေနေနတဲ့ အိမ္က ေျမေအာက္ရထားဘူတာရံုနဲ႔ နီးေတာ့ သြားရလာရတာ လြယ္ကူတယ္ေလ။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အာက္က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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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5)

3)

7)

2)

6)

4)

8)

한적하다 시끄럽다 인구가 적다 교통이 편리하다  

복잡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인구가 많다 친절하다   
보기

2.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1)  가: 투안 씨 고향은 인구가 많아요? 

 나: 아니요, 서울보다  .

2) 가: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나: 어제보다 .

고향

어제

서울

오늘

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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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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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보기 한적하다	 시끄럽다	 인구가	적다	 교통이	편리하다

복잡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인구가	많다	 친절하다

정답 	 1)	인구가	많다		2)	복잡하다		3)	교통이	편리하다		4)	시끄럽다

	 5)	인구가	적다		6)	한적하다		7)	교통이	불편하다		8)	친절하다26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어휘 2  ေဝါဟာရ ၂ 도시의 특성 ျမိဳ႕ျပ အဂၤါရပ္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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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5)

3)

7)

2)

6)

4)

8)

한적하다 시끄럽다 인구가 적다 교통이 편리하다  

복잡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인구가 많다 친절하다   
보기

2.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1)  가: 투안 씨 고향은 인구가 많아요? 

 나: 아니요, 서울보다  .

2) 가: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나: 어제보다 .

고향

어제

서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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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1)

2)

가:	투안	씨	고향은	인구가	많아요?	ထူအန္းတုိ႔ ဇာတိမွာ လူေနထူထပ္လား။

나:	아니요,	서울보다																																																					.	

	 ဟင့္အင္း၊ ဆုိးလ္မွာထက္ နည္းပါတယ္။

어제	 오늘

가: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ဒီေန႔ ရာသီဥတု ဘယ္လုိေနလဲ။

나:	어제보다																																																																.	

	 မေန႔ကထက္ ေအးပါတယ္။

고향	 서울

နာမ္နဲ႔ တဲြဖက္ျပီးေတာ့ ႏႈိင္းယွဥ္ျခင္းကို ေဖာ္ျပတဲ့ ဝါက်ေတြမွာ သံုးပါတယ္။ 

·	가:	모니카	씨의	고향은	서울보다	커요?	မိုနီခါရဲ႕ ဇာတိက ဆုိးလ္ထက္ ၾကီးလား။
	 	나:	아니요,	서울보다	작아요.	ဟင့္အင္း၊ ဆုိးလ္ထက္ ေသးပါတယ္။

·	가: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ဒီေန႔ ရာသီဥတု အရမ္း ေအးတယ္ေနာ္။
	 	나:	네,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어요.	ဟုတ္ကဲ့၊ မေန႔ကထက္ အပူခိ်န္ က်သြားတယ္။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보다’ ကုိ ျမန္မာစကားရဲ႕ “-ထက္”မွာလုိပဲ တစ္ခုနဲ႔ တစ္ခု ႏိႈင္းယွဥ္ဖုိ႔အတြက္ ႏိႈင္းယွဥ္လုိတ့ဲ နာမ္ရဲ႕ ေနာက္မွာ ကပ္လ်က္ 
တဲြျပီး အသုံးျပဳပါတယ္။

·수박이	사과보다	커요.	ဖရဲသီးက ပန္းသီးထက္ ၾကီးပါတယ္။
·기차가	버스보다	빨라요.	ရထားက ဘတ္စ္ကားထက္ ျမန္ပါတယ္။

‘보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ပံုကို ၾကည့္ျပီး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정답 		1)	적어요			2)	시원해요

1.	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2.	미얀마가	커요,	한국이	커요?

3.	백화점	물건이	비싸요,	시장	물건이	비싸요?

4.	운동을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ထပ္ျပီး ေလ့လာရေအာင္။ ‘보다’ ကို သံုးျပီး ေျဖၾကည့္ပါ။ 

26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문법 2  သဒၵါ ၂ 보다 G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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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ဥပမာမွာ ျပထားသလုိ မွတ္စုထုတ္ျပီး မိမိ ဇာတိအေၾကာင္း မိတ္ဆက္ၾကည့္ပါ။
<보기>처럼 메모를 한 후에 고향을 소개해 보세요. 

가:	고향이	어디예요?
	 ဇာတိက ဘယ္ကလဲ။
나:	제	고향은	필리핀	보라카이예요.
 ကြ်န္ေတာ့္ ဇာတိကေတာ့ ဖိလစ္ပိုင္ႏိုင္ငံ ဘုိရာခိုင္ကြ်န္းပါ။
가:	보라카이	날씨는	어때요?
 ဘုိရာခိုင္ ရာသီဥတုက ဘယ္လုိေနလဲ။
나:		서울보다	더워요.	최고기온은	38도	정도이고		

최저기온은	20도	정도예요.
    ဆုိးလ္ထက္ ပူပါတယ္။ အျမင့္ဆံုးအပူခိ်န္ ၃၈ဒီဂရီေလာက္ 

ျဖစ္ျပီး အနိမ့္ဆုံး အပူခိ်န္ကေတာ့ ၂၀ဒီဂရီေလာက္ပါ။
가:	습도도	높아요?
 စိုထုိင္းဆေရာ ျမင့္လား။
나:	네,	서울보다	습도가	높아요.
  ဟုတ္ကဲ့၊ ဆုိးလ္ထက္ စိုထုိင္းဆ ျမင့္ပါတယ္။
가:	보라카이는	어떤	곳이에요?
 ဘုိရာခို္င္က ဘယ္လို ေနရာမိ်ဳးလဲ။
나:	제	고향은	서울보다	인구도	적고	조용해요.

	 그리고	바다가	유명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요.
	 	ကြ်န္ေတာ့္ ဇာတိက ဆိုးလ္ထက္ လူေန နည္းျပီး 

ဆိတ္ျငိမ္ပါတယ္။ ျပီးေတာ့ ပင္လယ္က နာမည္ၾကီးလို႔ 
ခရီးသြား ဧည့္သည္ေတြ အလာမ်ားပါတယ္။ 

필리핀	보라카이
ဖိလစ္ပိုင္ႏိုင္ငံ ဘုိရာခိုင္ကြ်န္း

최고기온
အျမင့္ဆံုး 
အပူခိ်န္  

38도
၃၈ ဒီဂရီ

최저기온
အနိမ့္ဆုံး 
အပူခိ်န္

20도
၂၀ ဒီဂရီ

습도
စိုထုိင္းဆ

높다
ျမင့္သည္

특징
အဂၤါရပ္မ်ား

인구가	적다
လူေန နည္းသည္

조용하다
ျငိမ္သက္သည္

바다가	유명하다
ပင္လယ္က 

နာမည္ၾကီးသည္

고향

최고기온

최저기온

습도

특징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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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구역 ကိုရီးယားႏိုင္ငံရဲ႕ တိုင္း၊ ခရိုင္မ်ား 

한국은	1개의	특별시(서울),	6개의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개의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시),	1개의	특별자치

도(제주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ကိုရီးယားႏိုင္ငံကို ျမိဳ႕ေတာ္ ၁ျမိဳ႕(ဆိုးလ္)၊ အျခား ျမိဳ႕ၾကီး ၆ျမိဳ႕(ဘူဆန္၊ အင္ခြ်န္၊ ဒယ္ဂူ၊ ဂြမ္ဂ်ဴ၊ ဒယ္ဂြ်န္၊ 
အူလ္ဆန္)၊ ျပည္နယ္ ၈ခု(ဂေယာင္ဂီ၊ ဂန္ဝန္၊ ခြ်န္းေခ်ာင္းေျမာက္ပိုင္း၊ ခြ်န္းေခ်ာင္းေတာင္ပိုင္း၊ ေဂ်ာ္လာေျမာက္ပိုင္း၊ 
ေဂ်ာ္လာေတာင္ပိုင္း၊ ဂေယာင္ဆန္းေျမာက္ပိုင္း၊ ဂေယာင္ဆန္းေတာင္ပိုင္း)၊ သီးသန္႔ျမိဳ႕ေတာ္ ၁ျမိဳ႕(ဆယ္ဂ်ံဳျမိဳ႕)၊ 
သီးသန္႔ျပည္နယ္ ၁ခု(ဂ်ယ္ဂ်ဴကြ်န္း)တို႔ျဖင့္ ဖဲြ႔စည္းထားပါတယ္။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불리는데,	이곳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는	사람

들이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80%가	산지이고	바다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충청도는	중

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과학과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전라

도는	한국의	최대	쌀	생산지로	전주,	광주	등의	도시가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경상도는	대구,	울산,	부산	등의	광역시가	모여	있어	바다를	중심으로	공

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던	곳으로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국제	자유	

도시로	지정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ဂေယာင္ဂီျပည္နယ္နဲ႔ အင္ခြ်န္ျမိဳ႕ၾကီးကိုေတာ့ ဆိုးလ္ျမိဳ႕နယ္နဲ႔ အတူတကြ 'ျမိဳ႕ျပေဒသမ်ား'လို႔ ေခၚဆိုၾကျပီး 
အဲဒီေဒသေတြမွာေတာ့ ကိုရီးယားႏိုင္ငံ လူဦးေရရဲ႕ တစ္ဝက္ေက်ာ္ေက်ာ္ေလာက္ ေနထိုင္လ်က္ ရိွပါတယ္။ 
ဂန္ဝန္ျပည္နယ္မွာေတာ့ ၈၀%ေလာက္က ေတာင္တန္းေဒသျဖစ္ျပီး ပင္လယ္လည္း ရိွတာေၾကာင့္ 
ခရီးသြားဧည့္သည္ေတြ ျပတ္ေလ့ မရိွပါဘူး။ ခြ်န္းေခ်ာင္းျပည္နယ္ကေတာ့ အလယ္ပိုင္းနဲ႔ ေတာင္ပိုင္းေဒသကို 
ဆက္သြယ္ေပးတဲ့ တာဝန္ကို ယူထားတဲ့ ေနရာျဖစ္လို႔ လမ္းပန္းဆက္သြယ္ေရး လြယ္ကူျပီး သိပၸံပညာရပ္နဲ႔ 
အုပ္ခ်ဳပ္ေရးအတြက္ အေရးပါေသာ ေဒသျဖစ္ပါတယ္။ ေဂ်ာ္လာျပည္နယ္ကေတာ့ ကိုရီးယားႏိုင္ငံရဲ႕ ဆန္စပါးထြက္ရိွမႈ 
အမ်ားဆံုး ျမိဳ႕ေတြျဖစ္တဲ့ ဂြ်န္ဂ်ဴ၊ ဂြမ္ဂ်ဴ စတဲ့ 
ျမိဳ႕ေတြေၾကာင့္ ထင္ရွားပါတယ္။ ဒီေနရာေတြက 
အစားအေသာက္ အရသာရိွတယ္လို႔လည္း 
နာမည္ၾကီးတာေၾကာင့္ ခရီးသြားေတြ မျပတ္ပါဘူး။ 
ဂေယာင္ဆန္းျပည္နယ္ကေတာ့ ဒယ္ဂူ၊ 
အူလ္ဆန္၊ ဘူဆန္ျမိဳ႕ၾကီးေတြ စုေနတဲ့အတြက္ 
ပင္လယ္ကို ဗဟိုျပဳတဲ့ လုပ္ငန္းေတြ 
ဖံြ႔ျဖိဳးပါတယ္။ ဂေယာင္ဂ်ဴကေတာ့ ရီွလာေခတ္ 
ျမိဳ႕ေတာ္ေဟာင္း ျဖစ္တာေၾကာင့္ ရိုးရာ 
အေမြအႏွစ္ေတြ အမ်ားၾကီး က်န္ရိွေနတဲ့အတြက္ 
ကမၻာ့ယဥ္ေက်းမႈအေမြအႏွစ္အျဖစ္ 
သတ္မွတ္ျခင္းကို ခံခဲ့ရပါတယ္။ ကိုရီးယားႏိုင္ငံရဲ႕ 
ကိုယ္စားျပဳ လည္ပတ္စရာ ေနရာျဖစ္တဲ့ 
ဂ်ယ္ဂ်ဴကြ်န္းကေတာ့ ထူးျခားတဲ့ သဘာဝ 
ပတ္ဝန္းက်င္နဲ႔ ယဥ္ေက်းမႈကို ထိန္းသိမ္းထားတဲ့ 
ေနရာျဖစ္ျပီး ႏိုင္ငံတတာ လြပ္လပ္ေသာ 
ျမိဳ႕ေတာ္အျဖစ္ သတ္မွတ္ထားလို႔ 
ကိုရီးယားမွာတင္မကဘဲ ႏိုင္ငံရပ္ျခားကေနလည္း 
အမ်ားဆံုး လာေရာက္ လည္ပတ္ၾကတဲ့ 
ေနရာအျဖစ္ ေက်ာ္ၾကားလ်က္ ရိွေနပါတယ္။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နံပါတ္ ၁နဲ႕ ၂အတြက္ စကားေျပာ တစ္ခုကို နားေထာင္ျပီး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သခ်ာ နားေထာင္ျပီး အေၾကာင္းအရာနဲ႔ သက္ဆုိင္တဲ့ ပံုကုိ ေရြးပါ။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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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오늘은 덥고 습해요.   

② 3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③ 어제가 오늘보다 추웠어요. 

④ 기온이 높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요.    

5. ① 네, 인구가 적고 조용해요. 

② 네, 바다가 아주 유명해요.  

③ 아니요, 서울보다 한적해요. 

④ 아니요, 복잡하지만 공기가 맑아요. 

Track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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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Track 99

ေအာက္က ပုစၦာေ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မးခြန္းကို နားေထာင္ျပီး လုိက္ဖက္မယ့္ အေျဖကုိ ေရြးပါ။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오늘은	덥고	습해요.

	 ②	3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③	어제가	오늘보다	추웠어요.

	 ④	기온이	높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요.

5.		①	네,	인구가	적고	조용해요.

	 ②	네,	바다가	아주	유명해요.

	 ③	아니요,	서울보다	한적해요.

	 ④	아니요,	복잡하지만	공기가	맑아요.

30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31 ကြ်န္ေတာ္တို႔ ဇာတိမွာက ဆိုးလ္မွာထက္ ေလေကာင္းေလသန္႔ ပိုရတယ္။	 31



1.	남:	오늘	날씨는	어때요?	ဒီေန႔ ရာသီဥတု ဘယ္လုိေနလဲ။

	 여:	건조해요.	ေျခာက္ေသြ႕ပါတယ္။

2.	여:	투안	씨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ထူအန္းတုိ႔ ဇာတိက ဆိုးလ္မွာလုိပဲလား။ 

	 남:		아니요,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서	훨씬	조용해요.	

	 	 ဟင့္အင္း။ ဆုိးလ္မွာထက္ လူေန နည္းေတာ့ အမ်ားၾကီး ပိုျပီး ဆိတ္ျငိမ္ပါတယ္။ 

3.	남: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ဆုိးလ္မွာက လမ္းပန္းဆက္သြယ္ေရး လြယ္ကူေတာ့ ဘတ္စ္ကားတုိ႔ ေျမေအာက္ရထားတုိ႔ စီးတာနဲ႔ ဘယ္မဆုိ 

သြားႏိုင္ပါတယ္။ 

4.	여:	오늘	최고기온은	몇	도예요?	ဒီေန႔ အျမင့္ဆုံးအပူခိ်န္က ဘယ္ႏွ ဒီဂရီလဲ။

5.	남: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မိုနီခါတုိ႔ ဇာတိမွာ လူရႈပ္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②		5.	③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ပာတာကို နားေထာင္ျပီး ေမးခြန္းအတြက္ သင့္ေတာ္ရာ အေျဖကို ေရြးပါ။

	 수피카의	고향은	겨울	날씨가	어떻습니까?
 ဆူဖီခါရဲ႕ ဇာတိမွာ ေဆာင္းတြင္း ရာသီဥတု ဘယ္လိုေနလဲ။

	 ①	춥다	 	②	따뜻하다	 	③	비가	온다	 	④	눈이	내린다

여:	한국은	겨울이	너무	추워요.	ကုိရီးယားက ေဆာင္းတြင္း တအား ေအးတယ္။

남:		수피카	씨	고향은	어때요?	ဆူဖီခါ ဇာတိမွာေရာ ဘယ္လုိေနလဲ။

여:		겨울이	있지만	별로	춥지	않아요.	대신	비가	많이	와요.	

	 ေဆာင္းတြင္းေတာ့ ရိွေပမဲ့ သိပ္ မေအးဘူးရွင့္။ အဲဒီ့အစား မိုးေတာ့ မတရား ရြာတယ္။

남:	그래요?	한국은	춥고	눈도	내려요.	ဟုတ္လား။ ကုိရီးယားမွာေတာ့ အရမ္း ခ်မ္းျပီး ႏွင္းေတြလည္း က်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③

30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31 ကြ်န္ေတာ္တို႔ ဇာတိမွာက ဆိုးလ္မွာထက္ ေလေကာင္းေလသန္႔ ပိုရတယ္။	 31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31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နံပါတ္ ၁နဲ႔ ၂ကေတာ့ ကြက္လပ္ျဖည့္ဖို႔ အသင့္ေတာ္ဆံုး အေျဖေတြကို ေရြးေပးရမွာပါ။ 
မွန္ကန္တဲ့ စကားလံုးေတြကို ေရြးျပီး ကြက္လပ္ျဖည့္ပါ။

ေအာက္ပါ ပုစၧာေတြအတြက္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တြကို ေျဖေပးရမွာပါ။ အရင္ ေလ့လာ 
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제	고향은	필리핀	보라카이입니다.	보라카이는	제주도보다	작은	섬인데	연평균	기온이	27도	정도로	

일	년	내내	따뜻합니다.	그런데	6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을	가고	싶으면	11월에서	5월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에는	기온은	높지만	습도가	낮아서	여행하

기	좋습니다.	보라카이는	연평균	최고기온이	34도이고	최저기온이	20도라서	일	년	내내	바다에	가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보라카이는	작지만	아주	아름다워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바다가	아주	

유명하니까	보라카이에	오면	바다에	꼭	가	보십시오.

ကြ်န္ေတာ့္ ဇာတိကေတာ့ ဖိလစ္ပိုင္ႏိုင္ငံ ဘုိရာခိုင္ကြ်န္းပါ။ ဘုိရာခိုင္က ဂ်ယ္ဂ်ဴကြ်န္းထက္ ေသးတဲ့ ကြ်န္းေလး 
ျဖစ္ျပီးေတာ့ ႏွစ္ပတ္လည္ ပ်မ္းမွ် အပူခ်ိန္က ၂၇ဒီဂရီေလာက္ ျဖစ္တဲ့အတြက္ တစ္ႏွစ္ပတ္လုံး ေႏြးေထြးပါတယ္။ 
ဒါေပမဲ့ ၆လပိုင္းကေန ၁၀လပိုင္း အထိကေတာ့ မိုး မတရား ရြာလို႔ စိုထုိင္းဆ ျမင့္ပါတယ္။ အဲဒါေၾကာင့္ 
အလည္သြားခ်င္တယ္ဆုိရင္ ၁၁လပိုင္းကေန ၅လပိုင္းအတြင္း သြားတာ ေကာင္းပါတယ္။ အဲဒီ အခ်ိန္မွာေတာ့ 
အပူခ်ိန္ျမင့္ေပမဲ့ စိုထုိင္းဆ နိမ့္ေတာ့ လည္လို႔ ပတ္လုိ႔ ေကာင္းပါတယ္။ ဘုိရာခိုင္မွာက ႏွစ္ပတ္လည္ ပ်မ္းမွ် 
အျမင့္ဆံုး အပူခ်ိန္က ၃၄ဒီဂရီျဖစ္ျပီး အနိမ့္ဆုံး အပူခ်ိန္က ၂၀ဒီဂရီဆိုေတာ့ တစ္ႏွစ္ပတ္လုံး ပင္လယ္ထဲမွာ 
ေရကူးလုိ႔ ရပါတယ္။ ဘုိရာခိုင္ကြ်န္းက ေသးေပမဲ့ အရမ္း လွေတာ့ ခရီးသြားဧည့္သည္ေတြ အမ်ားၾကီး 
လာၾကပါတယ္။ ျပီးေတာ့ ပင္လယ္က အရမ္း နာမည္ၾကီးေတာ့ ဘုိရာခိုင္ကုိ ေရာက္ရင္ ပင္လယ္ကုိ မျဖစ္မေန 
ေရာက္ေအာင္ သြားပါ။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ဆုိပါ။

Jam 2 Sore.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ဖို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우리	고향은	일	년	내내	따뜻합니다.	평균	기온은	보통	25도	정도이고																로			내려가는	

날이	없어서	눈이	오지	않습니다.

ကြ်န္ေတာ္တုိ႔ ဇာတိမွာ တစ္ႏွစ္ပတ္လုံး ေႏြးပါတယ္။ ပ်မ္းမွ် အပူခ်ိန္ကေတာ့ မ်ားေသာအားျဖင့္ ၂၅ဒီဂရီေလာက္ 
ျဖစ္ျပီးေတာ့ သုညမွတ္ေအာက္ကုိ က်သြားတဲ့ ေန႔မ်ိဳး မရိွလုိ႔ ႏွင္းမက်ပါဘူး။ 

					①	날씨	 ②	영하	 ③	온도	 ④	습도

2.

	

가:	가장	기온이	낮을	때는	몇	도까지	내려가요?

 အပူခိ်န္ အနိမ့္ဆုံး က်ဆင္းတဲ့အခါ ဘယ္ ဒီဂရီေလာက္အထိ က်တတ္လဲ။

나:	우리	고향의																은/는	15도	정도예요.

  ကြ်န္ေတာ္တုိ႔ ဇာတိရဲ႕ အနိမ့္ဆုံးအပူခိ်န္ကေတာ့ ၁၅ဒီဂရီ ေလာက္ပါ။

					①	습도		 ②	영상		 ③	최고기온		 ④	최저기온

3.

	
가: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ကုိရီးယားက ေႏြရာသီမွာ မိုးမ်ားလား။
나:	네,	비가	많이	와서																이/가	높아요.	  ဟုတ္ကဲ့။ မိုးမ်ားလုိ႔ စိုထုိင္းဆ ျမင့္ပါတယ္။ 

					①	습도		 ②	날씨		 ③	최고기온		 ④	최저기온

32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31 ကြ်န္ေတာ္တို႔ ဇာတိမွာက ဆိုးလ္မွာထက္ ေလေကာင္းေလသန္႔ ပိုရတယ္။	 33



정답 		1.	②		2.	④		3.	①		4.	②		5.	①

4.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ဒီ စာက ဘာအေၾကာင္း ေရးထားတာပါလဲ။

	 ①	고향	음식		 ②	고향	날씨		 ③	휴가	계획		 ④	여행	경험

5.	 보라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ဘုိရာခိုင္နဲ႔ ပတ္သက္တဲ့ ရွင္းျပခ်က္အေနနဲ႔ မကုိက္ညီတာကုိိ ေရြးပါ။

	 ①	제주도보다	큽니다.			 ②	11월에는	습도가	낮습니다.

	 ③	1월에도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④	7월과	8월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32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31 ကြ်န္ေတာ္တို႔ ဇာတိမွာက ဆိုးလ္မွာထက္ ေလေကာင္းေလသန္႔ ပိုရတယ္။	 33

정답 		1.	③		2.	④		3.	④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စကားလုံးကုိ ေရြးပါ။

1.

	

제																	은/는	낚시입니다.	특히	바다낚시를	좋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다에			

갑니다.
ကြ်န္ေတာ့္ရဲ႕ ဝါသနာကေတာ့ ငါးမွ်ားတာပါ။ အထူးသျဖင့္ ပင္လယ္ထဲ ငါးမွ်ားရတာကုိ ၾကိဳက္ေတာ့ အခိ်န္ရတုိင္း 
ပင္လယ္ကုိ သြားပါတယ္။

	 		

				 ①	업무	 ②	직업

				 ③	취미	 ④	계획

2.

	

다음	주	토요일은	투안	씨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물을																		백화점에	

갑니다.
ေနာက္တစ္ပတ္ စေနေန႔က ထူအန္းရဲ႕ ေမြးေန႔ပါ။ အဲဒါေၾကာင့္ ကြ်န္ေတာ္ ဒီေန႔ လက္ေဆာင္ ဝယ္ဖို႔ ကုန္တုိက္ကို 
သြားမွာပါ။ 

	

			 ①	풀러	 ②	쓰러

				 ③	팔러	 ④	사러	

3.

	

휴가	때	바다로																			을/를	가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겁니다.
ပိတ္ရက္မွာ ဘူဆ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ပင္လယ္မွာ ဓာတ္ပံုေတြလည္း ရိုက္၊ အရသာရိွတဲ့ အစားအစာေတြ 
လည္း စားမွာပါ။  

	

			 ①	출장	 ②	등산

				 ③	쇼핑	 ④	여행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အာက္မွာ ရီဟန္နဲ႔ ဂီ်ဟြန္းတို႔ စကားေျပာေနတာေလးကို ေဖာ္ျပထားပါတယ္။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리한	 	오늘 점심 메뉴는 삼계탕이네요.
   ဒီေန႔ ေန႔လယ္ မီႏူးက ဂ်င္ဆင္းၾကက္ေပါင္းပါလား။

지훈	 	리한 씨, 오늘은 복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복날에 삼계탕을 먹어요. 

   ရီဟန္ေရ၊ ဒီေန႔က အပူဆုံးေန႔ေလ။ ကုိရီးယား လူမိ်ဳးေတြက 
အပူဆံုးေန႔မွာ  ဂ်င္ဆင္းၾကက္ေပါင္း စားၾကတယ္။

리한	 	정말요? 날씨가 더운데 왜 뜨거운 삼계탕을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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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ရာသီမွာ ပူတဲ့ အစားအစာကုိ စားရင္ ခႏၶာကုိယ္ 
ေႏြးလာလုိ႔ အပူဒဏ္ကုိ တြန္းလွန္ႏိုင္တယ္ေလ။ 

리한	 	그래요? 요즘 저도 너무 더워서 힘이 없었는데 
잘됐네요. 

  ဟုတ္လား။ အခုတေလာ ကြ်န္ေတာ္လည္း အရမ္း ပူလုိ႔ 
အားမရိွတာနဲ႔ အေတာ္ပဲဗ်ာ။

더위 အပူဒဏ္ 
အရမ္း ပူေသာ ရာသီဥတု 
·	한국은	8월에	더위가	가장		
심해요.
 ကုိရီးယားမွာက ၈လပိုင္းမွာ အပူဒဏ္ 
အျပင္းထန္ဆုံးပဲ။

·	한국에서는	여름에	더위를	잘		
견디기	위해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ကုိရီးယားမွာက ေႏြရာသီမွာ 
အပူဒဏ္ကုိခံႏိုင္ဖို႔အတြက္ ပူတဲ့ 
အစားအစာကိုစားေလ့ရိွပါတယ္။ 

32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အပူဆံုးေန႔မွာ ဂ်င္ဆင္းၾကက္ေပါင္း စားပါတယ္။

1. 두 사람은 점심에 뭘 먹어요?  သူတုိ႔ ႏွစ္ေယာက္ ေန႔လယ္စာ ဘာ စားမွာလဲ။

2.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ဒီေန႔ ဘာေန႔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삼계탕		2.	복날

34  32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32 အပူဆံုးေန႔မွာ ဂ်င္ဆင္းၾကက္ေပါင္း စားပါတယ္	 35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ကိုရီးယား၏ အစားအေသာက္ အေလ့အထႏွင့္ အ 
ကြ်မ္းတဝင္ရိွေစရန္၊ ခ်က္နည္း ရွင္းျပတတ္ေစရန္

□သဒၵါ  -(으)ㄴ, -아서/어서

□ေဝါဟာရ  ရာသီစာမ်ား၊ ပါဝင္ပစၥည္းမ်ားႏွင့္ ဟင္းခ်က္နည္း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န႔ထူးေန႔ျမတ္တြင္ စားသုံးေသာ အစားအစာ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00

잘됐다 အေတာ္ပဲ
ကိစၥတစ္ခုခု ေခ်ာေခ်ာေမြ႔ေမြ႔ 
ျပီးေျမာက္တဲ့အခါ သုံးပါတယ္။ 
·가: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စာေမးပဲြ ေအာင္လုိ႔ ကုိရီးယားမွာ 

အလုပ္လုပ္ျဖစ္သြားပါတယ္။ 
	 나:	잘됐네요.	축하해요.
  အေတာ္ပဲ။ ဂုဏ္ယူပါတယ္။ 
·가:			다음	달에	고향에	갔다올		

거예요.	휴가를	받았거	
든요.

   ေနာက္လမွာ ဇာတိကုိ 
သြားျပန္လာမလုိ႔ပါ။ ခြင့္ရက္ 
ရလာလုိ႔ေလ။

	 나:			고향에	간	지	오래됐는데		
잘됐네요.

   ဇာတိကုိ မျပန္ရတာ 
ၾကာျပီဆုိေတာ့အေတာ္ပဲေပါ ့။ 



ဒါကေတာ့ ရာသီစာ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뜨겁다
ပူသည္

여름	음식	ေႏြရာသီစာ

차다/차갑다
ေအးသည္

콩국수
ပဲႏို႔ေခါက္ဆဲြေအး

팥빙수
ေရခဲသုတ္

찐빵
ေပါက္စီ

호떡
ဆန္မုန္႔ခိ်ဳ

겨울	음식	ေဆာင္းရာသီစာ

냉면
ေခါက္ဆဲြေအး

삼계탕
ဂ်င္ဆင္းၾကက္ေပါင္း

팥죽
ပဲနီေလးဆန္ျပဳတ္

군고구마
ကန္စြန္းဥမီးဖုတ္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1.   사진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အာက္က ဓာတ္ပံုနဲ႔ ကုိက္ညီမယ့္ စကားလုံး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2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사진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5)

3)

7)

2)

6)

4)

8)

팥빙수 삼계탕     군고구마    팥죽    

콩국수    찐빵    냉면     호떡  
보기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ㄴ’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words provided in the box using ‘-(으)ㄴ.’ 

1) 가: 어느 식당에 갈까요? 

 나: 저기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요. 

2)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나: 오늘은 추우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요.

3) 가: 어디 아파요?

 나: 아까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보기 따뜻하다                            차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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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어느 식당에 갈까요? 

 나: 저기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요. 

2)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나: 오늘은 추우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요.

3) 가: 어디 아파요?

 나: 아까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보기 따뜻하다                            차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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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사진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5)

3)

7)

2)

6)

4)

8)

팥빙수 삼계탕     군고구마    팥죽    

콩국수    찐빵    냉면     호떡  
보기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ㄴ’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words provided in the box using ‘-(으)ㄴ.’ 

1) 가: 어느 식당에 갈까요? 

 나: 저기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요. 

2)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나: 오늘은 추우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요.

3) 가: 어디 아파요?

 나: 아까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보기 따뜻하다                            차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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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2)

6)

3)

7)

4)

8)

보기 팥빙수	 삼계탕	 군고구마	 팥죽

콩국수	 찐빵	 냉면	 호떡

정답 		1)	군고구마		2)	팥빙수		3)	삼계탕		4)	찐빵		5)	냉면		6)	호떡		7)	콩국수		8)	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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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계절 음식 ရာသီ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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ဂုဏ္ရည္ျပၾကိယာနဲ႔ တြဲျပီး နာမ္ကို အထူးျပဳပါတယ္။ ‘있-’ နဲ႔ ‘없-’ ရဲ႕ အေနာက္မွာ ‘-는’ ပဲ လိုက္ပါတယ္။ 

자음	(ဗ်ည္း)	+	-은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ㄴ 

작다	→	작은 크다	→	큰

·		가:	리한	씨,	배가	많이	아파요?	ရီဟန္ေရ၊ ဗိုက္ တအား နာေနလား။ 
	 	나:	네,	아까	찬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ဟုတ္ကဲ့။ ခုနက ေအးတဲ့ ဟာေတြ စားလုိက္မိလုိ႔ ထင္တယ္။
·		가:	누가	지민	씨예요?	ဘယ္သူက ဂီ်မင္လဲ။
	 나:	저기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ဟုိး က အရပ္ ပုတဲ့ သူပါ။
·		가: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없어요?	ဒီနားမွာ အရသာရိွတဲ့ စားေသာက္ဆုိင္ မရိွဘူးလား။
	 나:			서울	식당에	가	보세요.	불고기가	아주	맛있어요.		

ဆုိးလ္ စားေသာက္ဆိုင္ကုိ သြားၾကည့္ပါလား။ အသားကင္ အရမ္း အရသာရိွတယ္။
·		집이	먼	곳에	있는	사람부터	출발하세요.	အိမ္ ေဝးတဲ့ ေနရာမွာ ရိွတဲ့ သူေတြကေန စျပီး ထြက္ခြာၾကပါ။

정답 		1.	시원한	물을	마셔요		2.	맛있는	불고기를	먹어요		3.	친절한	사람을	만나요

1.	(시원하다,	물,	마시다)																																.		 2.	(맛있다,	불고기,	먹다)																																.	

3.	(친절하다,	사람,	만나다)																																.	

ထပ္ျပီး ေလ့လာရေအာင္။ ‘-(으)ㄴ’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으)ㄴ’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သံုးျပီး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အသုံးအႏႈန္း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으)ㄴ’ ကုိ သုံး၍ ဝါက်ကို အဆုံးသတ္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ㄴ’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어느	식당에	갈까요?	ဘယ္ စားေသာက္ဆုိင္ကုိ သြားၾကမလဲ။	
	 나:	저기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요.	ဟုိး က လူမ်ားတဲ့ စားေသာက္ဆုိင္ကုိ သြားရေအာင္။

2)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ဘာ (အစားအစာ) စားၾကမလဲ။
	 나:	오늘은	추우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요.

	 ဒီေန႔ ေအးေတာ့ ပူပူေႏြးေႏြး(အစားအစာ)ေလး စားခ်င္တယ္။

3)	가:	어디	아파요?	ဘယ္နား ေနမေကာင္းလုိ႔လဲ။
	 나:	아까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ခုနက ေအးတဲ့ အစားအစာ စားမိလုိ႔ ဗိုက္ရစ္နာလို႔ပါ။

 
보기

따뜻하다

차다

많다

정답 		1)	많은		2)	따뜻한		3)	찬

문법 1  သဒၵါ ၁ -(으)ㄴ G32-1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푹 쉬세요. တစ္ဝၾကီး နားပါ။

가:	그럼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봅시다.	ဒါဆုိ နားရက္မွာ ေကာင္းေကာင္း နားျပီး တနလၤာေန႔မွာ ေတြ႕ၾကတာေပ့ါ။
나:	네,	반장님.	주말	동안	푹 쉬세요.	ဟုတ္ကဲ့၊ ဆရာ။ နားရက္ အတြင္း တစ္ဝၾကီး နား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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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ဂၚႏူနဲ႔ ထူအန္းတို႔ သံုးထပ္သားကင္ စားတဲ့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ရေအာင္။ 

건우	 	투안 씨, 삽겹살을 좋아해요?
 ထူအန္းေရ၊ သုံးထပ္သားကင္ ၾကိဳက္လား။ 

투안	 	네, 저는 한국 음식 중에서 삼겹살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식

탁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이 좀 

신기했어요. 
  ဟုတ္ကဲ့။ ကြ်န္ေတာ္ ကုိရီးယား အစားအစာထဲမွာ 

သုံးထပ္သားကင္ အၾကိဳက္ဆုံးပဲ။ ဒါေပမဲ့ 
အစကေတာ့ ထမင္းစားပဲြမွာ အသားကုိ ကင္ျပီး 
စားရတာ နည္းနည္း အံ့ၾသေနခဲ့တာ။ 

건우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는 음

식이 많아요.
  ဟုတ္လား။ ကိုရီးယားမွာက ဒီလုိ စားရတဲ့ 

အစားအစာေတြ ေပါတယ္။

투안	 	우리 나라에서는 식탁 위에서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서 처음 고기를 먹을 때 식탁 위에 불

이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ကြ်န္ေတာ္တုိ႔ ႏိုင္ငံမွာေတာ့ ထမင္းစားပဲြမွာ 

တုိက္ရိုက္ ခ်က္ျပီး စားေလ့မရိွဘူးဗ်။ အဲဒါေၾကာင့္ 
ကုိရီးယားမွာ အသားကင္ စစားတုန္းက စားပြဲေပၚမွာ 
မီးဖိုၾကီး ရိွေနေတာ့ အရမ္း ေၾကာက္သြားခဲ့တာ။

 

중에서 ၾကားထဲမွာ၊ အထဲမွာ
ေရွ႕မွာ ရွိတဲ့ အမ်ားကိန္း အားလုံးကုိ 
ထည့္ေျပာလိုျခင္း ျဖစ္ပါတယ္။ 
·	저는	과일	중에서	딸기를		
제일	좋아해요.

  ကြ်န္ေတာ္ေတာ့ အသီးေတြထဲမွာ 
စေတာ္ဘယ္ရီသီးကုိ အၾကိဳက္ဆုံးပဲ။

·	투안	씨는	제	친구	중에서		
키가	제일	커요.

  ထူအန္းကေတာ့ ကြ်န္ေတာ့္ 
သူငယ္ခ်င္းေတြၾကားမွာ အရပ္ 
အျမင့္ဆံုးပဲ။ 

직접 တုိက္ရိုက္၊ ကုိယ္တုိင္
·	환전을	하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	해요.	

  ေငြလဲခ်င္ရင္ ကုိယ္တုိင္ ဘဏ္ကုိ 
သြားရပါမယ္။ 

·	저는	음식을	사	먹지	않고		
직접	요리해서	먹어요.		

  ကြ်န္ေတာ္ကေတာ့ အစားအစာကုိ 
ဝယ္မစားဘဲ ကုိယ္တုိင္ 
ခ်က္စားပါတယ္။ 

1.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သူတုိ႔ ႏွစ္ေယာက္ အခု ဘယ္မွာ ရိွပါသလဲ။

2. 투안 씨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ထူအန္း ကုိရီးယားမွာ အၾကိဳက္ဆံုး အစားအစာက ဘာပါလဲ။ 

ဒီတစ္ခါေတာ့ ကိုယ့္ကိုယ္ကို ေဂၚႏူနဲ႔ ထူအန္းလို႔ သေဘာထားျပီး သူတို႔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ရေအာင္။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식당		2.	삼겹살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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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ဝင္ပစၥည္းေတြနဲ႔ ဟင္းခ်က္နည္း ဆိုင္ရာ အသံုးအႏႈန္းေတြ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고기
အသား

채소
အသီးအရြက္

생선
ငါး

소고기
အမဲသား

닭고기
ၾကက္သား

돼지고기
ဝက္သား

양고기
သုိးသား

파
ၾကက္သြန္ျမိတ္

양파
ၾကက္သြန္နီ

마늘
ၾကက္သြန္ျဖဴ

감자
အာလူး

당근
မုန္လာဥနီ

끓이다
ပြက္ပြက္ဆူေအာင္ 

ျပဳတ္သည္ 

삶다
ျပဳတ္သည္

굽다
ကင္သည္

볶다
ေၾကာ္သည္

튀기다
အၾကြပ္ေၾကာ္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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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sentences to the most appropriate pictures. 

① 감자를 튀기세요. • • ㉠    • •ⓐ 

② 생선을 구우세요. • • ㉡    • •ⓑ 

③ 당근을 볶으세요. • • ㉢    • •ⓒ 

④ 돼지고기를 삶으세요. • • ㉣    • •ⓓ 

2. 그림을 보고 ‘-아서/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아서/어서.’ 

1)  가: 양파는 어떻게 해요? 

  나:  넣으세요. 

2)  가: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나:  먹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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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sentences to the most appropriat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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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아서/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아서/어서.’ 

1)  가: 양파는 어떻게 해요? 

  나:  넣으세요. 

2)  가: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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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연결하세요. ဝါက်ကုိ ဖတ္ျပီး သင့္ေတာ္ရာ ပံုႏွင့္ တဲြေပးပါ။

㉠ ㉡ ㉢ ㉣

ⓐ ⓑ ⓒ ⓓ

①	감자를	튀기세요. ②	생선을	구우세요. ③	당근을	볶으세요. ④	돼지고기를	삶으세요.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①	㉠	ⓓ,		②	㉢	ⓒ,		③	㉣	ⓑ,		④	㉡	ⓐ

어휘 2  ေဝါဟာရ ၂ 재료 및 조리법 ပါဝင္ပစၥည္းမ်ားနဲ႔ ဟင္းခ်က္န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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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ဆြမိ်ဳးေမ့ေလာက္ေအာင္ အရသာရိွတယ္

가:	불고기	맛이	어때요?	ဘူလ္ဂိုဂီ အရသာ ဘယ္လုိေနလဲ။
나: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ဆြမိ်ဳးေမ့ေလာက္ေအာင္ အရသာရိွတယ္။

38  32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ၾကိယာ၏ ျပဳလုပ္မႈ/ အေျခအေန တစ္ခုျပီး တစ္ခု လုပ္ေဆာင္/ ျဖစ္ျခင္းကို ေဖာ္ျပသည္။

ㅏ,	ㅗ	→	-아서 ㅓ,	ㅜ,	ㅣ	စသည္ျဖင့	္→	-어서 하다	→	해서

가다	→	가서

만나다	→	만나서

	 찍다	→	찍어서

내리다	→	내려서

하다	→	해서

요리하다	→	요리해서

·	가:	오늘	저녁은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ဒီေန႔ ညေနေတာ့ အျပင္ထြက္ျပီး စားၾကမလား။
	 	나:	아니요,	그냥	집에서	먹어요.	ဟင့္အင္း။ ဒီအတုိင္း အိမ္မွာပဲ စားရေအာင္။
·	가: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မိသားစုေတြဆီ လက္ေဆာင္ ပို႔ျပီးျပီလား။
				나:	네,	옷을	사서	보냈어요.	ဟုတ္ကဲ့၊ အဝတ္အစားေတြ ဝယ္ျပီး ပို႔လုိက္ပါတယ္။

ပံုကုိ ၾကည့္ျပီး ‘-아서/어서’ ကုိ သုံး၍ ဝါက်ကို အဆုံးသ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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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아서/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양파는	어떻게	해요？ၾကက္သြန္ကုိ ဘယ္လို လုပ္ရမလဲ။
나: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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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ဒီ အစားအစာကုိ ဘယ္လုိ စားရတာလဲ။
나:																														먹으면	돼요.	

정답 		1)	볶아서		2)	끓여서

‘-아서/어서’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သံုးျပီး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아서/어서 G32-2

 ‘-아서/어서’ နဲ႔ ‘-고’

‘-아서/어서’နဲ႔ ‘-고’ကို အျဖစ္အပ်က္ေတြ တစ္ခုျပီးမွ တစ္ခု ျဖစ္ေပၚတာကို ညႊန္ျပခ်င္တ့ဲအခါ သံုးပါတယ္။ 
‘-아서/어서’ကိုေတာ့ အျဖစ္အပ်က္ ႏွစ္ခု ဆက္ႏြယ္ေနတဲ့ အခါမွာ သုံးျပီးေတာ့ ဘယ္ ၾကိယာနဲ႔မဆို 
တြဲသံုးႏိုင္ပါတယ္။ ဒါေပမဲ့ ‘-고’ကေတာ့ အျဖစ္အပ်က္ေတြ တစ္ခုျပီးမွ တစ္ခု ျဖစ္တယ္ဆိုတာကို ျပဖို႔ပဲ သံုျပီးေတာ့ 
ဆက္ႏြယ္မႈရိွေနတဲ့ အျဖစ္အပ်က္ေတြအတြက္ သံုးေလ့မရိွတဲ့အျပင္ ကံပုဒ္ကို မျဖစ္မေန လိုအပ္တဲ့ ၾကိယာေတြနဲ႔ 
တဲြျပီး အသံုးမ်ားတာကို ေတြ႔ရမွာပါ။  

·		밥을	먹어서	이를	닦아요.(X)	밥을	먹고	이를	닦아요.(O)

·		책을	사서	읽었어요.(O)	책을	사고	읽었어요.(X)

·		회사에	가서	일을	해요.(O)	회사에	가고	일을	해요.(X)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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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어제 저녁에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What did you have last night? Following the example, make your own answer. 

보기 가: 모니카 씨,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나: 집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가: 맛있었어요?

나: 네, 정말 맛있었어요. 

<재료>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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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န႔က ညေနက ဘာ အစားအစာေတြ စားခဲ့ပါသလဲ။ ဥပမာအတုိင္း ေျပာၾကည့္ပါ။

보기

어제 저녁에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가:	모니카	씨,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မိုနီခါေရ၊ မေန႔ညေနက ဘာ စားခဲ့လဲ။
나:	집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အိမ္မွာ အသားကုိ ကင္ျပီး စားခဲ့ပါတယ္။ 
가:	맛있었어요?	
	 အရသာ ရိွလား။
가:	네,	정말	맛있었어요.	
	  ဟုတ္ကဲ့၊ အရမ္း အရသာရိွပါတယ္။

<ဥပမာ>

<조리법> 
ဟင္းခ်က္နည္း

<재료>

ပါဝင္ပစၥည္းမ်ား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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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날 먹는 음식
ေန႔ထူးရက္ျမတ္မွာ စားေသာ အစားအစာ 

여름철	중	가장	더운	때를	‘복날’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때	삼계

탕을	먹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없는데	인삼,	밤,	마늘	

같은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으면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

러분도	힘이	없는	여름	날	삼계탕을	드셔	보세요. 

ေႏြရာသီထဲမွာ အပူဆုံး အခ်ိန္ကုိ ‘ဘုိ႔နားလ္(အပူဆုံးေန႔)’လုိ႔ ေခၚျပီးေတာ့ 
ကုိရီးယားလူမ်ိဳးေတြဟာ ဒီအခ်ိန္မွာ ဂ်င္ဆင္းၾကက္ေပါင္းကုိ စားၾကပါတယ္။ 
ေႏြရာသီမွာ ေခြ် းထြက္မ်ားေတာ့ အားအင္ယုတ္ေလ်ာ့ေလ့ ရွိတာေၾကာင့္ 
ဂ်င္ဆင္း၊ သစ္ခ်သီး၊ ၾကက္သြန္ျဖဴ စတ့ဲ အမည္ေကာင္းေတြ အမ်ားၾကီး 
ပါတ့ဲ ဂ်င္ဆင္းၾကက္ေပါင္းကုိ စားရင္ အားအင္ေတြ တုိးေစတ့ဲ အတြက္ ျဖစ္ပါတယ္။ လူၾကီးမင္းတုိ႔လည္း 
အားအင္ကုန္ခမ္းႏြမ္းနယ္တ့ဲ ေႏြေန႔မ်ိဳးမွာ ဂ်င္ဆင္းၾကက္ေပါင္းကုိ စားသုံးၾကည့္ပါ။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케이크도	먹고	맛있는	음

식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

은	바로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낳아	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

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ကုိရီးယားလူမ်ိဳးေတြက ေမြးေန႔မွာ ဘယ္လုိ အစားအစာမ်ိဳး စားတယ္ 
ထင္ပါသလဲ။ ကိတ္မုန္႔လည္း စားျပီး အရသာရွိတဲ့ အစားအစာေတြ အမ်ားၾကီး 
စားပါတယ္။ ဒါေပမဲ့ ေမြးေန႔မွာ လုံးဝ မပါမျဖစ္တဲ့ အစားအစာ တစ္ခု ရွိပါတယ္။ 
အဲဒါကေတာ့ ေရညွိဟင္းခ်ိဳပါ။ ေရညွိဟင္းခ်ိဳက မိခင္ေတြ ကေလးေမြးျပီး 
ေနာက္မွာ စားရတဲ့ အစားအစာပါ။ အဲဒါေၾကာင့္ ေမြးေန႔မွာ ေရညွိဟင္းခ်ိဳကို စားတာဟာ ေမြးေပးတဲ့ အေမရဲ႕ 
ေက်းဇူးတရားကို အမွတ္ရျပီး ေက်းဇူးတင္တယ္ဆုိတဲ့ အဓိပၸာယ္ရပါတယ္။ 

함께 먹는 음식 တဲြဖက္စားသုံးေသာ အစားအစာမ်ား

한국에서는	밥과	국을	제외하고는	반찬이나	찌개와	같은	음식은	식탁	위에	놓고	밥을	먹는	사람들과	같이	

먹습니다.	식탁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찌개를	끓여	먹을	때에는	각자의	접시에	덜어서	먹으면	됩니다. 

ကုိရီးယားမွာေတာ့ ထမင္းနဲ႔ ဟင္းခ်ိဳအျပင္ အရန္ဟင္းေတြ အခ်ဥ္ဟင္းေတြလုိ အစားအစာေတြကုိ ထမင္းဝိုင္းေပၚ 
တင္ျပီး ထမင္းစားတဲ့ သူေတြနဲ႔ အတူတူ မွ်ေဝစားေသာက္ေလ့ ရွိပါတယ္။ ထမင္းစားပဲြေပၚမွာ အသားကုိ 
ကင္စားတာမ်ိဳး၊ အခ်ဥ္ဟင္း ျပဳတ္စားတာမ်ိဳး ဆိုရင္ေတာ့ ကိုယ့္ပန္းကန္ထဲ ကုိယ္ သပ္သပ္စီ ခဲြထည့္ျပီး 
စားရပါတယ္။ 

문화  ယဥ္ေက်းမႈ



စကားေျပာကုိ နားေထာင္ျပီး ေမးခြန္းအတြက္ သင့္ေတာ္မယ့္ အေျဖကုိ ေရြးပါ။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이	사람은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ဒီလူ ဘာျဖစ္လုိ႔ ကုိရီးယား အစားအစာေတြကုိ ၾကိဳက္တာပါလဲ။
	 ①	한국	음식은	시고	답니다.		 ②	한국	음식은	맵지	않습니다.

	 ③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습니다.		 ④	한국	음식은	싱겁지만	맛있습니다.

4.	 무슨	음식에	대한	설명입니까?	ဘာအစားအစာနဲ႔ ပတ္သက္ျပီး ရွင္းျပေနတာပါလဲ။
	 ①	불고기		 	 ②	비빔밥

	 ③	김치찌개		 	 ④	된장찌개

5.	 	이	사람이	여름에	먹는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ဒီလူ ေႏြရာသီမွာ စားတဲ့ အစားအစာ မဟုတ္တာက ဘာလဲ။

	 ①	냉면		 	 ②	삼계탕

	 ③	삼겹살	 	 ④	콩국수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

1.	 이것은	무엇입니까?	ဒါ ဘာျဖစ္ပါသလဲ။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합니까?	အခု ဘာလုပ္ေနတာပါလဲ။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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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이 사람은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① 한국 음식은 시고 답니다. ② 한국 음식은 맵지 않습니다.

③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습니다. ④ 한국 음식은 싱겁지만 맛있습니다.

4. 무슨 음식에 대한 설명입니까? 

① 불고기  ② 비빔밥    

③ 김치찌개  ④ 된장찌개

5. 이 사람이 여름에 먹는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냉면  ② 삼계탕 

③ 삼겹살  ④ 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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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နံပါတ္ ၁နဲ႔ ၂ကေ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ကန္တဲ့ ဝါက်ကို ေ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အာက္ပါ ေမးခြန္းေတြအတြက္ ေျပာတာ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နားမေထာင္ခင္မွာ ေရြးဖို႔ ေပးထားတဲ့ ဝါက်ေ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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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양파입니다.	ၾကက္သြန္နီပါ။ ②	남:	당근입니다. မုန္လာဥနီပါ။

	 ③	남:	감자입니다.	အာလူးပါ။ ④	남:	생선입니다.	ငါးပါ။

2.	①	여:	생선을	굽습니다. ငါးကင္ပါတယ္။ ②	여:	생선을	튀깁니다. ငါး အၾကြပ္ေၾကာ္ပါတယ္။

	 ③	여:	생선을	삶습니다.	ငါးျပဳတ္ပါတယ္။ ④	여:	생선을	볶습니다.	ငါးေၾကာ္ပါတယ္။

3.	남:	수피카	씨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ဆူဖီခါ ကိုရီးယား အစားအစာကုိ ၾကိဳက္ပါသလား။

	 여: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ဟုတ္ကဲ့၊ အရမ္း ၾကိဳက္ပါတယ္။ ကုိရီးယား အစားအစာက စပ္ေပမဲ့ အရသာရိွပါတယ္။

4.	여: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ဂင္ခီ်ဟင္းရည္ကုိ ဘယ္လို လုပ္ရတာလဲ။

	 남: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ဂင္ခီ်ကုိ အရင္ ေၾကာ္ပါ။ ျပီးရင္ ေရထည့္ျပီး ျပဳတ္ရင္ ရပါျပီ။

5.	남:		수진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ဆူဂ်င္ အခုလုိ ပူတဲ့ ေႏြရာသီမွာ မ်ားေသာအားျဖင့္ ဘာ စားျဖစ္လဲ။

	 여: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ကြ်န္မကေတာ့ ေအးတဲ့ ေခါက္ဆဲြေအးလုိ ပဲႏို႔ေခါက္ဆြဲေအးလုိမ်ိဳးတုိ႔ကုိ မၾကာမၾကာ စားျဖစ္ပါတယ္။ ျပီးေတာ့ 
အားမရွိသလုိ ခံစားရတဲ့ အခါမ်ိဳးမွာေတာ့ ဂ်င္ဆင္းၾကက္ေပါင္း စားပါတ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②		2.	①		3.	③		4.	③		5.	③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ပာတာ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

	 남자가	주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ယာက္်ားေလး မွာတဲ့ အရာက ဘာျဖစ္ပါသလဲ။

	 ①	비빔밥	1인분하고	불고기	1인분	 ②	비빔밥	1인분하고	불고기	2인분

				③	불고기	2인분하고	공깃밥	한	그릇	 ④	불고기	2인분하고	공깃밥	두	그릇

여: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ၾကြပါ၊ ဘာ ေပးရမလဲ။

남:		여기	불고기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공깃밥도	하나	주시고요.	

	 ဒီကုိ အသားကင္ ၁ေယာက္စာနဲ႔ ထမင္းသုတ္ တစ္ပဲြ ေပးပါ။ ျပီးေတာ့ ထမင္းျဖဴလည္း တစ္ပန္းကန္ ေပးပါေနာ္။

여:		손님,	불고기는	2인분	이상만	돼요.	ဆရာတုိ႔ အသားကင္က ၂ေယာက္စာနဲ႔ အထက္ပဲ မွာလုိ႔ ရပါတယ္။

남:		그럼	불고기만	2인분	주세요.	공깃밥	두	그릇하고요.	

	 ဒါဆုိ အသားကင္ပဲ ၂ေယာက္စာ ေပးပါ။ ထမင္းလည္း ႏွစ္ပန္းကန္ ေပးပါေနာ္။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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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32



EPS-TOPIK 읽기  EPS-TOPIK Membaca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 

<재료	ပါဝင္ပစၥည္းမ်ား>	

김치	300g,	돼지고기	100g,	양파	1개,	파	조금,	식용유	조금

ဂင္ခ်ီ ၃၀၀ဂရမ္၊ ဝက္သား ၁၀၀ဂရမ္၊ ၾကက္သြန္နီ ၁လုံး၊ ၾကက္သြန္ျမိတ္ အနည္းငယ္၊ စားသုံးဆီ အနည္းငယ္

<조리	방법	ဟင္းခ်က္နည္း>	

1.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적당하게	써세요.	 ဂင္ခီ်နဲ႔ ဝက္သားကုိ အေနေတာ္ေလး လွီးထားပါ။

2.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고	식용유를	조금	넣어서	볶으세요.

   ဂင္ခီ်နဲ႔ ဝက္သားကုိ ဒယ္အုိးထဲ ထည့္ျပီး ဆီ အနည္းငယ္ ထည့္၍ ေၾကာ္ပါ။

3.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세요.  အုိးထဲကုိ ေရထည့္ျပီး ပြက္ပြက္ဆူေအာင္ ျပဳတ္ပါ။

4.	물이	끓으면	양파와	파를	넣으세요.  ေရဆူလာလွ်င္ ၾကက္သြန္နီနဲ႔ ၾကက္သြန္ျမိတ္ ထည့္ပါ။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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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식탁이 큽니다.      ② 컵이 필요합니다.

  ③ 그릇이 많습니다.         ④ 음식이 뜨겁습니다.

2.  ① 당근을 볶고 있습니다.    ②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③ 감자를 튀기고 있습니다.  ④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3.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밥과 함께 국이나 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같이 

먹어요. 이때 밥하고 국, 찌개는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빵과 우유를 먹어요.

②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③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해요.

④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같이 잡고 밥을 먹어요.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 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물과 김치를 같이 넣고 끓여야 돼요.

② 김치하고 돼지고기는 따로 볶아야 돼요.

③ 양파하고 파는 돼지고기하고 같이 넣어요.

④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볶은 후에 물을 넣으면 돼요.

<재료>

김치 300g, 돼지고기 100g, 
양파 1개, 파 조금, 식용유 조금

<조리 방법>

1.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적당하게 써세요.

2.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고 
식용유를 조금 넣어서 볶으세요.

3.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세요. 

4. 물이 끓으면 양파와 파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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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밥과	함께	국이나	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같이	먹어요.	이때	밥하고	

국,	찌개는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ကုိရီးယားလူမိ်ဳးေတြက ထမင္းစားတဲ့အခါ ထမင္းန႔ဲ အတူတူ ဟင္းခိ်ဳ၊ အခ်ဥ္ဟင္း ျပီးေတာ့ အရန္ဟင္းမိ်ဳးစုံကုိ တြဲစားေလ့ 
ရိွပါတယ္။ အဲဒီအခါ ထမင္းနဲ႔ အခ်ဥ္ဟင္းကုိေတာ့ ဇြန္းနဲ႔ စားျပီး အရန္ဟင္းကိုေတာ့ တူနဲ႔ စားပါတယ္။

3.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ကုိ ေျဖပါ။

1.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အေပၚက စာထဲက အေၾကာင္းအရာနဲ႔ တူတဲ့ ဝါက်ကုိ ေရြးပါ။

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빵과	우유를	먹어요.

②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③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해요.

④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같이	잡고	밥을	먹어요.

①	식탁이	큽니다.		 ②	컵이	필요합니다.

③	그릇이	많습니다.		 ④	음식이	뜨겁습니다.

2. ①	당근을	볶고	있습니다.		 ②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③	감자를	튀기고	있습니다.		 ④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မးခြန္းနံပါတ္ ၁နဲ႔ ၂ကေ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ကန္တဲ့ ဝါက်ကို ေရြးေပးရမွာပါ။ ေမးခြန္းနံပါတ္ 
၃ကေတာ့ စာပိုဒ္ကို ဖတ္ျပီး အေၾကာင္းအရာနဲ႔ တူညီရာကို ေရြးေပးရမွာပါ။ ေမးခြန္းကို ေသခ်ာ ဖတ္ျပီး 
သင့္ေတာ္ရာ အေျဖကို ေရြးပါ။ 

ဟင္းခ်က္နည္းနဲ႔ ပတ္သက္တဲ့ စာကို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ပါ။ အေပၚမွာ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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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식탁이 큽니다.      ② 컵이 필요합니다.

  ③ 그릇이 많습니다.         ④ 음식이 뜨겁습니다.

2.  ① 당근을 볶고 있습니다.    ②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③ 감자를 튀기고 있습니다.  ④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3.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밥과 함께 국이나 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같이 

먹어요. 이때 밥하고 국, 찌개는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빵과 우유를 먹어요.

②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③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해요.

④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같이 잡고 밥을 먹어요.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 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물과 김치를 같이 넣고 끓여야 돼요.

② 김치하고 돼지고기는 따로 볶아야 돼요.

③ 양파하고 파는 돼지고기하고 같이 넣어요.

④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볶은 후에 물을 넣으면 돼요.

<재료>

김치 300g, 돼지고기 100g, 
양파 1개, 파 조금, 식용유 조금

<조리 방법>

1.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적당하게 써세요.

2.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고 
식용유를 조금 넣어서 볶으세요.

3.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세요. 

4. 물이 끓으면 양파와 파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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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ဒီ အစားအစာထဲမွာ မပါတဲ့ ပစၥည္းက ဘာလဲ။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ဖတ္ထားတဲ့ အေၾကာင္းအရာနဲ႕ တူတာကုိ ေရြးပါ။

①	물과	김치를	같이	넣고	끓여야	돼요.

②	김치하고	돼지고기는	따로	볶아야	돼요.

③	양파하고	파는	돼지고기하고	같이	넣어요.

④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볶은	후에	물을	넣으면	돼요.

① ②

③ ④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③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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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②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신나고																음악을	듣고	자기	전

에는	조용한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ကြ်န္ေတာ္ကေတာ့ သီခ်င္းနားေထာင္ရတာ ၾကိဳက္ပါတယ္။ အားကစားလုပ္တဲ့အခါ ျမဴးၾကြျပီး ျမန္တဲ့ သီခ်င္းေတြ 
နားေထာင္ေလ့ရိွျပီး  မအိပ္ခင္မွာေတာ့  ခပ္ေအးေအး  သီခ်င္းေလးေတြကုိ ခံစားနားဆင္ေလ့ရိွပါတယ္။

	 		

				 ①	슬픈	 ②	빠른

				 ③	피곤한	 ④	우울한

2.

	

저는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를	치면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서로	

취미가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ကြ်န္ေတာ္ကေတာ့ တနဂၤေႏြေန႔တိုင္း တင္းနစ္ရိုက္ပါတယ္။ တင္းနစ္ရိုက္ရင္း ကိုရီးယား လူမ်ိဳးေတြ အမ်ားၾကီး 
ေတြ႔ျဖစ္ပါတယ္။ အခ်င္းခ်င္း ဝါသနာတူေတာ့ အလြယ္တကူ ရင္းႏွီးမႈရလာပါတယ္။ 

	

			 ①	같으면서	 ②	같으니까

				 ③	많으면서	 ④	많으니까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အာက္မွာ ရီဟန္နဲ႔ ဂ်ီဟြန္းတို႔ စကားေျပာေနတာေလးေတြကို ေဖာ္ျပထားပါတယ္။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33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ဆံုးေျဖာင္း(ေကာက္ညႇင္းမုန္႔) ကိုယ္တိုင္ လုပ္ၾကည့္လို႔ ရပါတယ္။

리한	 	지훈 씨, 설날에 고향에 잘 다녀왔어요?
  ဂ်ီဟြန္းေရ၊ ႏွစ္သစ္ကူးမွာ ဇာတိကုိ ေခ်ာေခ်ာေမြ႔ေမြ႔ 

သြားျပီး ျပန္လာခဲ့ရဲ႕လား။

지훈	 	네, 오랜만에 가족들을 봐서 정말 좋았어요.  
리한 씨는 설날에 뭐 했어요?

  ဟုတ္ကဲ့၊ ေတာ္ေတာ္ၾကာမွ မိသားစုေတြနဲ႔ ျပန္ဆုံရတာ 
အရမ္း ေပ်ာ္ခဲ့ပါတယ္။ ရီဟန္ေရာ ႏွစ္သစ္ကူးမွာ 
ဘာလုပ္ခဲ့လဲ။

리한	 	한국 친구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

  ကုိရီးယား သူငယ္ခ်င္း အိမ္ကုိ သြားျပီး ဆန္မုန္႔ဟင္းခ်ိဳနဲ႔ 
ရိုးရာ ယု ကစားနည္းလည္း ကစားခဲ့ပါတယ္။ 

지훈	 	재미있었겠어요.  ေပ်ာ္စရာ အရမ္း ေကာင္းမွာပဲေနာ္။

리한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았어요.

  ဟုတ္ကဲ့၊ အရမ္း ေပ်ာ္စရာေကာင္းခဲ့ပါတယ္။ ျပီးေတာ့ သူငယ္ခ်င္း 
မိဘေတြကို ကန္ေတာ့ျပီး မုန္႔ဖိုးေတြလည္း ရခဲ့ပါတယ္။

지훈	 	우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정말 좋았겠어요. 
   တစ္ကယ္ ထူးထူးျခားျခား အေတြ႔အၾကံဳေတြ ရခဲ့တာပဲ။ ေတာ္ေတာ္ 

ေကာင္းမွာပဲေနာ္။ 

오랜만	ေတာ္ေတာ္ၾကာမွ
ကိစၥ တစ္ခုခု မေပၚေပါက္တာ အခိ်န္  အေတာ္အတန္ ၾကာျပီဆုိတဲ့အခါ သုံးပါတယ္။ 
·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တာ္ေတာ္ၾကာမွ မူလတန္းတုန္းက သူငယ္ခ်င္းကုိ ျပန္ေတြ႕ခဲ့ပါတယ္။ 
·	가:	투안	씨,	오랜만이에요.   ထူအန္းေရ၊ မေတြ႔ရတာ ၾကာျပီေနာ္။ 
	 	나:	네,	2년	만에	뵙네요.   ဟုတ္ကဲ့၊ ၂ႏွစ္ၾကာမွ 

ျပန္ေတြ႕တာပဲ။ 
경험 အေတြ႔အၾကံဳ 
·	이	회사에서	일한	것은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ဒီရံုးမွာ အလုပ္လုပ္ခဲ့တာဟာ 
ကြ်န္ေတာ့္အတြက္ 
အရမ္းေကာင္းတဲ့ အေတြ႕အၾကံဳ 
တစ္ခု ျဖစ္ခဲ့ပါတယ္။ 

·	여행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ခရီးသြားရင္ အေတြ႕အၾကံဳေကာင္း  
မိ်ဳးစံု ၾကံဳေတြ႔ႏုိင္ပါတယ္။ 

정답 			1.	고향		2.	한국	친구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

1. 지훈 씨는 설날에 어디에 갔어요? ဂီ်ဟြန္း ႏွစ္သစ္ကူးမွာ ဘယ္ကုိ သြားခဲ့လဲ။

2. 리한 씨는 설날에 무엇을 했어요? ရီဟန္ ႏွစ္သစ္ကူးမွာ ဘာလုပ္ခဲ့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46  33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33 ဆံုးေျဖာင္း(ေကာက္ညႇင္းမုန္႔) ကိုယ္တိုင္ လုပ္ၾကည့္လို ႔ ရပါတယ္။	 47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ခန္႔မွန္းတတ္ရန္၊ အစီအစဥ္အေၾကာင္း  
ေျပာတတ္ေစရန္

□သဒၵါ  -겠-, -는

□ေဝါဟာရ  ႏွစ္သစ္ကူး၊ ေကာက္သစ္စားပဲြ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မွ ေန႔ထူးရက္ျမတ္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03



ဒါကေတာ့ ႏွစ္သစ္ကူးနဲ႔ သက္ဆိုင္တဲ့ အသံုးအႏႈန္းေ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한복을	입다
ရိုးရာဝတ္စံု ဝတ္သည္

덕담을	하다
ဆုေပးသည္

세배하다
ႏွစ္ကူး ကန္ေတာ့သည္

덕담을	듣다
ဆုေပးတာကို 

နားေထာင္သည္

세뱃돈을	주다
ႏွစ္ကူး မုန္႔ဖိုးေပးသည္

세뱃돈을	받다
ႏွစ္ကူး မုန္႔ဖိုးရသည္

떡국을	먹다
ဆန္မုန္႔ဟင္းခိ်ဳ
ေသာက္သည္

윷놀이를	하다
ယု ကစားနည္း 
ကစား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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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나: .

① 바쁘겠어요 

② 바빴겠어요

2)  가: 지난주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나: .

① 정말 재미있겠어요 

② 정말 재미있었겠어요

①     ㉠

②     ㉡

③     ㉢

④     ㉣

⑤     ㉤

윷놀이를 하다

세배하다

한복을 입다

세뱃돈을 받다

떡국을 먹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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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 အသုံးအႏႈန္းနဲ႔ မ်ဥ္းေၾကာင္းဆဲြ ဆက္သြယ္ပါ။ 

①

②

③

④

⑤

㉠ 윷놀이를	하다

㉡ 세배하다

㉢ 한복을	입다

㉣ 세뱃돈을	받다

㉤ 떡국을	먹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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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설날 ကိုရီးယား ႏွစ္သစ္ကူးေန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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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စ္ခုခုကို ခန္႔မွန္းေျပာတဲ့အခါ၊ လက္ရိွ ျဖစ္ပ်က္ေနတာကို ျပန္ေျပာျပတဲ့အခါ သံုးပါတယ္။ အတိတ္ကာလက 
အျဖစ္အပ်က္ကို ခန္႔မွန္းေျပာတဲ့အခါမွာေတာ့ ‘-았/었’ကို ‘-겠-’ရဲ႕ အေရွ႕မွာ ထည့္ရပါတယ္။ 

·	가:		설날에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စ္သစ္ကူးမွာ ကုိရီးယား သူငယ္ခ်င္း အိမ္ကုိ အဖိတ္ခံထားရပါတယ္။
	 	나:	정말	좋겠어요.	အရမ္း ေပ်ာ္မွာပဲေနာ္။
·	가:	요즘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요.	အခုတစ္ေလာ အလုပ္ေတြ မ်ားလုိ႔ ေတာ္ေတာ္ မအားပါဘူး။
	 	나:	일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အလုပ္ေတြ မ်ားလုိ႔ ပင္ပန္းေနမွာပဲေနာ္။
·	가:				어제	우리	팀	회식이	있었는데	노래방에도	갔어요.		

မေန႔က ကြ်န္ေတာ္တုိ႔ အဖဲြ႔ စားပဲြ ရိွတာ ကာရာအိုေကလည္း သြားဆုိျဖစ္ခဲ့ၾကတယ္ဗ်။
	 	나:	그래요?	재미있었겠어요.	ဟုတ္လား ေပ်ာ္ခဲ့မွာပဲေနာ္။

33 ဆံုးေျဖာင္း(ေကာက္ညႇင္းမုန္႔) ကိုယ္တိုင္ လုပ္ၾကည့္လို ႔ ရပါတယ္။	 49

‘-겠-’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အေျဖမွန္ကို ေရြးျပီး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

1) 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အခုတစ္ေလာ အလုပ္ေတြ အရမ္း မ်ားတယ္။
나:																																																																																	.

					①	바쁘겠어요	 	 ②	바빴겠어요

2)
 

가:			지난주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ပီးခဲ့တဲ့ အပတ္က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ပီး ျပန္လာခဲ့တယ္။
나:																																																																																	.

					①	정말	재미있겠어요	 	 ②	정말	재미있었겠어요

정답 		1)	①		2)	②

문법 1  သဒၵါ ၁ -겠- G33-1

 ‘-겠-’ နဲ႔ ‘-(으)ㄹ 거예요’

‘-겠-’နဲ႔ ‘-(으)ㄹ	거예요’ကို အလိုဆႏၵ သို႔မဟုတ္ တစ္ခုခုနဲ႔ ပတ္သက္တဲ့ အျမင္ကို ေဖာ္ျပတ့ဲအခါ သံုးပါတယ္။ 
အလိုဆႏၵကို ေဖာ္ျပတဲ့အခါ ‘-겠-’ကို ကတၱားပုဒ္ ကြ်န္ေတာ္၊ ကြ်န္မ စတာေတြနဲ႔သာ တဲြသံုးျပီး ‘-(으)ㄹ	거예요’ 
ကိုေတာ့ သူ၊ သူမ စတာေတြနဲ႔လည္း သံုးႏိုင္ပါတယ္။ ခန္႔မွန္းတဲ့ အခါမ်ိဳးမွာေတာ့ ခန္႔မွန္းခ်က္ရဲ႕ အေၾကာင္းရင္းက 
ေျပာသူရဲ႕ အျမင္ကို အေျခခံထားတာဆိုရင္ ‘-겠-’ကို သံုးျပီး ‘-(으)ㄹ	거예요’ကိုေတာ့ အေၾကာင္းရင္းက ျဖစ္ရပ္မွန္ 
အခ်က္အလက္ကို အေျခခံထားတဲ့အခါ သံုးပါတယ္။ 

·		바루	씨가	야근을	하겠어요.	(X)		

바루	씨가	야근을	할 거예요.(O)	

·		여기를	누르면	불이	켜지겠어요.	(X)	

여기를	누르면	불이	켜질 거예요.(O)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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ဟူေအာင္းနဲ႔ ဆူဖီခါတို႔ ေကာက္သစ္စားပဲြ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တယ္။ သူတို႔ ဘာေတြ 
ေျပာေနၾကပါသလဲ။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흐   엉	 	수피카 씨, 추석 연휴에 뭐 할 거예요?
   ဆူဖီခါေရ၊ ေကာက္သစ္စားပဲြ ပိတ္ရက္ရွည္မွာ  

ဘာလုပ္မွာလဲ။

수피카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흐엉 씨는요?
 အခုထိ ေသခ်ာ မသိေသးဘူးရွင့္။ ဟူေအာင္းကေရာ။ 

흐   엉	 	저는 친구들하고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

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ကြ်န္ေတာ္ကေတာ့ သူငယ္ခ်င္းေတြနဲ႔ ဂေယာင္ဘုိ႔ 

နန္းေတာ္ကုိ သြားမလုိ႔ပါ။ အဲဒီမွာ ဇာတိကုိ မျပန္ႏိုင္တဲ့ 
သူေတြအတြက္ ပဲြေတြ အမ်ိဳးမ်ိဳး ရိွတယ္။ 

수피카	 	그래요?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ဟုတ္လား။ သြားရင္ ဘာလုပ္လုိ႔ရလဲ။

흐   엉	 	한국의 전통 놀이도 할 수 있고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수피카 씨도 같이 가요.
  ကုိရီးယား ရိုးရာ ကစားနည္းေတြ ကစားလုိ႔ ရျပီးေတာ့ 

ဆုံေျဖာင္ လုပ္ၾကည့္လုိ႔လည္း ရပါတယ္။ ဆူဖီခါလည္း 
လုိက္ခဲ့ပါလား။

행사 ပဲြ 
·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려요.

  ကေလးမ်ားေန႔ ေရာက္ရင္ 
ကေလးေတြအတြက္ ပြဲမ်ဳိးစံု 
က်င္းပပါတယ္။

·	지난	연말에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행사를	준비했어요.	  ျပီးခဲ့တဲ့ ႏွစ္ကုန္တုန္းက ကၽြန္ေတာ္တို႔ ကုမၸဏီမွာ ဝန္ထမ္းေတြအတြက္ ပြဲအမ်ဳိးမ်ဳိးကုိ ျပင္ဆင္ခဲ့ပါတယ္။

연휴 ပိတ္ရက္ရွည္ 

·	연휴에	여행	온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ပိတ္ရက္ရွည္မွာ ခရီးသြားၾက  

တဲ့ မိသားစုေတြ မ်ားလား။ 

·	이번	주에는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사흘	동안	

연휴예요.		

   ဒီတစ္ပတ္ေတာ့ ေသာၾကာ 
ေန႔က ရံုးပိတ္ရက္မို႔လုိ႔ သုံးရက္ 
တာ ပိတ္ရက္ရွည္ေလ။ 

1. 흐엉 씨는 추석에 뭘 하려고 해요? ဟူေအာင္းက ေကာက္သစ္စားပဲြမွာ ဘာလုပ္မွာပါလဲ။ 

2. 경복궁에는 어떤 행사가 있어요? ဂေယာင္ဘုိ႔ နန္းေတာ္မွာ ဘယ္လုိ ပဲြေတြ ရိွလဲ။

ဒီတစ္ခါေတာ့ ကိုယ့္ကိုယ္ကို ဆူဖီခါနဲ႔ ဟူေအာင္းလို႔ သေဘာထားျပီး သူတို႔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ရေအာင္။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2.	한국의	전통	놀이와	송편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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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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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ကာက္သစ္စားပဲြနဲ႔ ပတ္သက္တဲ့ အသံုးအႏႈန္းေတြ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고향에	내려가다
ေမြးရပ္ေျမကုိ ျပန္သည္

차례를	지내다
ဘုိးေဘး ကန္ေတာ့သည္

친척집에	가다
ေဆြမိ်ဳးအိမ္ကုိ သြားသည္

절하다
ကန္ေတာ့သည္

성묘하다
အုတ္ဂူကုိ သြား၍ 

ဂါရဝျပဳသည္

송편을	만들다
ဆုံးေျဖာင္း(ေကာက္ညႇင္းမုန္႔) 

လုပ္သည္

보름달을	보다
လျပည့္ဝန္းကုိ ၾကည့္သည္

소원을	빌다
ဆုေတာင္း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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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1) 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에  아딧입니다.

 나: 반갑습니다. 

2) 가: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하지요?

 나: 네, 그래서 밖에서  사람이 많네요.

3) 가: 바루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나: 저는 가구를  일을 해요.

보기  만들다                                 다니다                                  운동하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차례를 지내다 친척집에 가다  성묘하다 송편을 만들다 

보름달을 보다 소원을 빌다  절하다 고향에 내려가다     
보기

5) 7)6) 8)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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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အာက္က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차례를	지내다	 친척집에	가다	 성묘하다	 송편을	만들다

보름달을	보다	 소원을	빌다	 절하다	 고향에	내려가다

1)

5)

2)

6)

3)

7)

4)

8)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고향에	내려가다		2)	친척집에	가다		3)	절하다		4)	송편을	만들다

	 5)	차례를	지내다		6)	성묘하다		7)	보름달을	보다		8)	소원을	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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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ဝါဟာရ ၂ 추석 ေကာက္သစ္စား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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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နဲ႔ တဲြဖက္ျပီး လက္ရိွ လုပ္ေဆာင္/ ျဖစ္ေပၚေနေသာ အေျခအေနကို ေဖာ္ျပသည့္ နာမ္ကို အထူးျပဳေသာ 
ပံုစံအျဖစ္ သံုးပါတယ္။ ‘ㄹ’အသတ္ပါတဲ့ ၾကိယာေတြမွာေတာ့ ‘ㄹ’အသတ္ကို ျဖဳတ္ျပီး တဲြပါတယ္။  ဥပမာ)  
살다 → 사는

·가:	한국	사람들은	명절에	보통	뭐	해요?	ကုိရီးယားလူမ်ိဳးေတြ ေန႔ထူးရက္ျမတ္မွာ မ်ားေသာအားျဖင့္ ဘာလုပ္ၾကလဲ။ 
	 나: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ဇာတိကုိ သြားျပန္လည္ၾကတဲ့ သူေတြ မ်ားပါတယ္။
·가:	지금	듣는	노래가	뭐예요?	အခု နားေထာင္ေနတဲ့ သီခ်င္းက ဘာလဲ။
	 나: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예요.	အခုတစ္ေလာ ကုိရီးယားမွာ ေပါက္ေနတဲ့ သီခ်င္းပါ။
·가:	바루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ဘာရူ ဘာ အလုပ္ လုပ္ပါသလဲ။
	 나:	저는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해요.	ကြ်န္ေတာ္ကေတာ့ ပရိေဘာဂ ျပဳလုပ္တဲ့ အလုပ္ လုပ္ပါတယ္။

정답 		1.	투안이	일하는	회사는	시청	근처에	있어요		2.	리한이	마시는	주스는	오렌지	주스예요	

ထပ္ျပီး ေလ့လာရေအာင္။ ‘-는’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1.	투안이	회사에서	일해요.	그	회사는	시청	근처에	있어요.	

	 																																																																										.	

2.	리한이	주스를	마셔요.	그	주스는	오렌지	주스예요.

	 																																																																										.	

‘-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န မွန္ကန္တဲ့ အသံုးအႏႈန္းကို ေရြးျပီး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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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က္လပ္ျဖည့္ဖို႔ သင့္ေလ်ာ္တဲ့ အသုံးအႏႈန္း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에																									아딧입니다.	

	 	 မဂၤလာပါ။ ကြ်န္ေတာ္ကေတာ့ ဟုန္ဂုေဆာက္လုပ္ေရး ရံုးမွာ အလုပ္တက္ေနတဲ့ အာဒစ္ပါ။
	 나:	반갑습니다.	ေတြ႕ရတာ ဝမ္းသာပါတယ္။

2)	 가: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하지요?	အခုတစ္ေလာ ရာသီဥတု တစ္ကယ္ ေႏြးလာတယ္ေနာ္။
	 나:	네,	그래서	밖에서																									사람이	많네요.

	 	 ဟုတ္ကဲ့။ အဲဒါေၾကာင့္ အျပင္မွာ အားကစားလုပ္တဲ့ လူေတြ မ်ားလာတယ္။

3)	 가:	바루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ဘာရူ ဘာ အလုပ္ လုပ္ပါသလဲ။
	 나:	저는	가구를																									일을	해요.

	 	 ကြ်န္ေတာ္ကေတာ့ ပရိေဘာဂပစၥည္း လုပ္တဲ့ အလုပ္လုပ္ပါတယ္။

보기 만들다

다니다

운동하다

정답 		1)	다니는		2)	운동하는		3)	만드는

문법 2  သဒၵါ ၂ -는 G32-2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이건 한국말로 뭐예요? ဒါကို ကိုရီးယားလို ဘယ္လို ေခၚလဲ။

가:	이건 한국말로 뭐예요?	ဒါကုိ ကုိရီးယားလုိ ဘယ္လုိ ေခၚလဲ။
나:	그건	종이라고	해요.	ဒါကုိ ဂံ်ဳငီ(စကၠဴ)လုိ႔ ေခၚ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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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ခဲ့တဲ့ အပတ္ ေသာၾကာေန႔က ႏွစ္သစ္ကူးေန႔ပါ။ ကြ်န္ေတာ္ကေတာ့ ႏွစ္သစ္ကူးမွာ ကုိရီးယား သူငယ္ခ်င္း 
အိမ္ကို အဖိတ္ခံရလုိ႔ သူငယ္ခ်င္းရဲ႕ အိမ္ကို သြားခဲ့ပါတယ္။ သူငယ္ခ်င္းရဲ႕ အဘိုးနဲ႔ အဘြားက ရိုးရာဝတ္စံုကုိ 
ဝတ္ထားၾကပါတယ္။ ကြ်န္ေတာ္ကေတာ့ အဘုိးနဲ႔ အဘြား၊ သူငယ္ခ်င္းရဲ႕မိဘေတြကို ကန္ေတာ့ခဲ့ပါတယ္။ 
ကုိရီးယားမွာက ႏွစ္သစ္ကူးဆုိ လူၾကီးေတြကုိ ကန္ေတာ့ရင္း ႏွစ္သစ္ဆုမြန္ေကာင္း ေတာင္းေလ့ရိွျပီးေတာ့ ဒါကုိ 
ကန္ေတာ့တယ္လုိ႔ ေခၚပါတယ္။ ကန္ေတာ့ျပီးေနာက္မွာ   မိသားစုေတြ စုေဝးျပီး အတူ ဆန္မုန္႔ဟင္းခ်ိဳ
ေသာက္ၾကပါတယ္။ ကုိရီးယားမွာ ပထမဆုံး စားဖူးတာ ျဖစ္ျပီး အရမ္း အရသာရိွခဲ့ပါတယ္။ ျပီးေတာ့ သူငယ္ခ်င္း 
မိသားစုနဲ႔ အတူတူ ယု ကစားနည္း ကစားရင္း ေပ်ာ္စရာ ေန႔ေလး တစ္ေန႔ ကုန္လြန္ခဲ့ပါတယ္။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အာက္ပါ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ပါ။

지난주 금요일은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설날에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서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친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계셨습

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구의 부모님께 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에 어른들께 절을 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               ㉠                   ’(이)라고 합니다. 절을 한 후에 가족들이 모여

서 같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먹어 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가족과 함께 윷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1.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နရာမွာ ျဖည့္ရမယ့္ စကားလုံးကုိ ေရြးပါ။ 

	 ①	덕담		 ②	세배		 ③	성묘		 ④	차례

2.  위의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ｘ에 표시하세요.  
စာထဲက အေၾကာင္းအရာနဲ႔ တူရင္ O မတူရင္ X ကုိ အမွတ္အသားလုပ္ပါ။

	 1)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습니다.		 ◦	 ×

	 2)	한국에서는	새해	인사를	할	때	절을	합니다.		 ◦	 ×

	 3)	이	사람은	설날에	한국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	 ×

정답 		1.	②		2.	1）	O	2）	O	3）	X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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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명절
ကိုရီးယား ရိုးရာ ေန႔ထူးရက္ျမတ္မ်ား

설날 ကုိရီးယား ႏွစ္သစ္ကူး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날

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해	주시고	세뱃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날

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ကုိရီးယားႏွစ္သစ္ကူးကေတာ့ ကိုရီးယား လျပကၡဒိန္ရဲ႕ ၁လပိုင္း ၁ရက္ေန႔ ျဖစ္
ျပီး ႏွစ္တစ္ႏွစ္ အစျပဳတာကုိ ၾကိဳဆုိဂုဏ္ျပဳတဲ့ အေနနဲ႔ အထိမ္းအမွတ္ျပဳထား တဲ့ 
ေန႔ ျဖစ္ပါတယ္။ မိသားစုေတြ စုေဝးျပီး ကန္ေတာ့ပဲြေပးကာ လူၾကီးေတြကုိလည္း 
ဂါဝရျပဳရိွခိုးကန္ေတာ့ၾကပါတယ္။ အဲ့ဒီအခါ လူၾကီးေတြက ဆုေတြ မုန္႔ဖိုးေတြလည္း 
ေပးေလ့ရိွပါတယ္။ ျပီးေတာ့ ႏွစ္ကူးေန႔မွာ “ႏွစ္သစ္မွာ မဂၤလာ အေပါင္းနဲ႔ 
ျပည့္စံုပါေစ”လုိ႔ ဆုမြန္ေကာင္းေတာင္းေလ့ရိွပါတယ္။

정월대보름 ေဂ်ာင္ေဝါလ္ လျပည့္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사람

들은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말린	나물을	요래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땅콩이나	호두	등	껍질이	딱딱한	견과류를	먹는데,	이를	‘부럼’이

라고	합니다.	부럼을	깨	먹으면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ဂ်ာင္ေဝါလ္ လျပည့္ကေတာ့ ကုိရီးယား လျပကၡဒိန္ ၁လပိုင္း ၁၅ရက္ျဖစ္ျပီး ႏွစ္ 
သစ္ရဲ႕ ပထမဆုံး လျပည့္ေန႔ ျဖစ္ပါတယ္။ အမ်ားစုကေတာ့ အဲ့ဒီေန႔မွာ ပဲ ၅မ်ိဳးနဲ႔ 
ခ်က္ထားတဲ့ ထမင္းနဲ႔ ဟင္းရြက္ေျခာက္တုိ႔ကုိ ခ်က္စားၾကပါတယ္။ ျပီးေတာ့
ေျမပဲတုိ႔ သစ္ခ်သီးတုိ႔ အခံြမာသီးေတြလည္း စားၾကျပီး ဒါကုိ ̒ဘူေရာမ္̓လုိ႔ ေခၚ 
ပါတယ္။ ဘူေရာမ္ကုိ စားရင္ ခႏၶာကုိယ္မွာ အဖုေတြ မေပါက္ဘူးဆုိတဲ့ ဆုိရိုးစကား 
ရိွပါတယ္။

추석 ခ်ဴေဆာ့(ကုိရီးယား ရိုးရာ ေကာက္သစ္စားပဲြ)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추석에도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내는데,	추석에는	갓	수확한	쌀로	쌀밥을	짓고	송편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추석의	대표적

인	놀이로는	‘강강술래’가	있는데	이는	밤에	달	아래	여성들이	동그랗게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도는	놀이입니다. 

ခ်ဴေဆာ့ကေတာ့ ကုိရီးယား လျပကၡဒိန္ ၈လပုိင္း ၁၅ရက္ျဖစ္ျပီး 'ဟန္ဂါဝီ' လုိ႔ လည္း 
ေခၚၾကပါတယ္။ ေကာက္သစ္စားပဲြေတာ္ ကာလမွာ မိသားစုမ်ိဳးရိုးအုတ္ဂူကုိ သြားျပီး 
ဂါရဝျပဳတာ ကန္ေတာ့ပဲြေပးတာမ်ိဳး လုပ္ၾကျပီး ရိတ္ရိတ္ျပီးခ်င္း စပါးက ရတဲ့ 
ဆန္နဲ႔ ထမင္းခ်က္ျပီး ဆုံးေျဖာင္း(ေကာက္ညႇင္းမုန္႔) လုပ္စားၾကပါတယ္။ ျပီးေတာ့ 
လျပည့္ ညအခါမွာ ကန္ေတာ့ပဲြေပးတာမ်ိဳး လုပ္ၾကျပီး ဆုေတာင္းေလ့ရိွပါတယ္။ 
ေကာက္သစ္စား ပဲြရဲ႕ အထိမ္းအမွတ္ ကစားနည္းအျဖစ ္̒ဂန္ဂန္ဆူးလယ္္̓ 
ဝိုင္းၾကီးပတ္ပတ္ ဒူေဝ ေဝ ကစားနည္းရိွျပီး ညဘက္ လေရာင္ေအာက္မွာ 
မိန္းမငယ္ေလးေတြ စုေဝးကာ လက္တဲြျပီး သီခ်င္းဆုိရင္း ပတ္ခ်ာလွည့္ ကစားရတဲ့ 
ကစားနည္း ျဖစ္ပါ တယ္။

문화  ယဥ္ေက်းမႈ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စကားေျပာ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
[1~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1.	 남자는	설날	연휴에	무엇을	했습니까?

 ေယာက္်ားေလးက  ႏွစ္ကူးပိတ္ရက္မွာ ဘာလုပ္ခဲ့ပါသလဲ။

	 ①	떡국을	먹었습니다.		 ②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③	세배를	받았습니다.		 ④	친구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2.	 한국	사람들이	추석에	하는	일과	관계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ကုိရီးယား လူမိ်ဳးေတြ ေကာက္သစ္စားပဲြမွာ လုပ္တာနဲ႔ မသက္ဆုိင္တဲ့ အရာကို ေရြးပါ။

	 ①	고향에	갑니다.		 ②	세배를	합니다.

	 ③	차례를	지냅니다.		 ④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3.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သူတုိ႔ ႏွစ္ေယာက္ ဘာ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သလဲ။

	 ①	명절에	먹는	옷		 ②	명절에	하는	인사

	 ③	명절에	입는	음식		 ④	명절에	하는	놀이

Track 105

ေမးခြန္းနံပါတ္ ၁ကေန ၃အထိကေတာ့ စကားေျပာကို နားေထာင္ျပီး အသင့္ေတာ္ဆံုး ျဖစ္မယ့္ 
အေျဖ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စကားေျပာ တစ္ခုကို နားေထာင္ျပီး ေမးခြန္း ႏွစ္ခုကုိ ေျဖဆုိ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자는	왜	추석에	고향에	안	내려갑니까?

 မိန္းကေလးက ဘာေၾကာင့္ ေကာက္သစ္စားပဲြမွာ ဇာတိကို မျပန္တာလဲ။

	 ①	일을	해야	돼서		 ②	연휴가	너무	짧아서

	 ③	고향이	너무	멀어서		 ④	기차표가	다	팔려서

5.		두	사람은	추석	연휴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သူတုိ႔ႏွစ္ေယာက္  ေကာက္သစ္စားပဲြ  ပိတ္ရက္မွာ ဘာလုပ္ၾကမွာပါလဲ။

	 ①	집에서	쉴	것입니다.		 ②	같이	일을	할	것입니다.

	 ③	콘서트에	갈	것입니다.		 ④	영화를	보러	갈	것입니다.

ေအာက္က ပုစၦာေတြအတြက္ စကားေျပာ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နားမေထာင္ခင္ ေမးခြန္းေတြနဲ႔ ေရြးဖို႔ ေပးထားတဲ့ အေျဖေ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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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투안	씨는	설날	연휴에	뭐	했어요?	ထူအန္း ႏွစ္သစ္ကူး ပိတ္ရက္ရွည္မွာ ဘာလုပ္ခဲ့လဲ။

	 남:		친구	집에	가서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요.	 	

သူငယ္ခ်င္း အိမ္ကုိ သြားျပီး လူၾကီးေတြကုိ ကန္ေတာ့ရင္း ဆန္မုန္႔ဟင္းခိ်ဳလည္း ေသာက္ခဲ့ပါတယ္။

2.	여: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	해요?		

ကုိရီးယားလူမိ်ဳးေတြက ေကာက္သစ္စားပဲြမွာ မ်ားေသာအားျဖင့္ ဘာလုပ္ၾကပါလဲ။

	 남: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요.		

ေမြးရပ္ေျမကုိ သြားလည္ၾကတဲ့ သူေတြ မ်ားပါတယ္။ ဇာတိမွာ မိသားစုေတြနဲ႔ အရသာရိွတဲ့ အစားအစာေတြလည္း 
စားျပီး ဘုိးဘြားဘီဘင္ေတြကုိ ကန္ေတာ့ၾကပါတယ္။

3.	여: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ရက္ၾကီးရက္ျမတ္မွာ မိသားစုေတြ ဆုံျပီး ကစားၾကတဲ့ ကစားနည္း ရိွလား။

	 남: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ဟုတ္ကဲ့။ ႏွစ္သစ္ကူးတို႔ ေကာက္သစ္စားပဲြတုိ႔လုိ ေန႔ထူးေန႔ျမတ္ေတြမွာ မိသားစုေတြ စုျပီး ယု ကစားနည္းကုိ 
ကစားၾက ပါတယ္။

4-5.	

여:	미영	씨,	이제	곧	추석인데	언제	고향에	내려가요?			

မီေယာင္း၊ အခုဆုိ သိပ္မၾကာခင္ ေကာက္သစ္စားပဲြရက္ဆုိေတာ့ ဘယ္ေတာ့ ေမြးရပ္ေျမကုိ ျပန္မွာလဲ။

남: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ဒီတစ္ေခါက္ ေကာက္သစ္စားပဲြမွာ ဇာတိကုိ မျပန္ေတာ့ဘူးလားလုိ႔။

여:	왜요?	추석에도	일을	해야	돼요?	ဘာျဖစ္လို႔လဲ။ ေကာက္သစ္စားပဲြရက္လည္း အလုပ္ လုပ္ရမွာလား။

남: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	고향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요.		

မဟုတ္ပါဘူး။ အလုပ္ေတာ့ မလုပ္ရေပမဲ့ ေမြးရပ္ေျမကုိ ျပန္တဲ့ ရထားလက္မွတ္က ဝယ္မရေတာ့လုိ႔ပါ။

여:	아,	그럼	우리	추석	연휴에	만날까요?	ေၾသာ္၊ ဒါဆုိ ကြ်န္မတို႔ ေကာက္သစ္စားပဲြ ပိတ္ရက္ရွည္မွာ ေတြ႕ၾကမလား။

남: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ကာင္းသားပဲ။ အတူတူ ရုပ္ရွင္ၾကည့္ရင္း ထမင္းလည္း စားရေအာင္။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④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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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훈	씨는	이번	명절에	뭐	할	거예요? ဂီ်ဟြန္း ဒီတစ္ခါ ရက္ျမတ္မွာ ဘာလုပ္မွာလဲ။
남:		해마다	고향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집에	있으려고요.	 
 ႏွစ္တုိင္း ေမြးရပ္ေျမကုိ သြားျပီးျပန္လာတာ ဒီတစ္ခါေတာ့ အိမ္မွာပဲ ေနမလားလုိ႔ပါ။
여:	그럼	고향에	안	갈	거예요? ဒါဆုိ ဇာတိကို မျပန္ေတာ့ဘူးေပ့ါ။
남:	네,	일도	많고	연휴도	짧아서	못	갈	것	같아요.	 
 ဟုတ္ကဲ့။ အလုပ္ေတြလည္း မ်ားျပီး ပိတ္ရက္လည္း တုိေတာ့  မသြားျဖစ္ေလာက္ေတာ့ဘူး။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①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လုိက္ဖက္မယ့္ အရာကုိ ေရြးပါ။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သူတုိ႔ ႏွစ္ေယာက္ ဘာ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သလဲ။

	 ①	명절	계획		 ②	회식	시간	 ③	여행	일정	 ④	연휴	기간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33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입니

다.	설날에는	가족이	모여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떡국도	먹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과일과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송편

을	먹습니다.	밤에는	보름달을	보고	소원도	빕니다.	추석에는	과일과	음식이	많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ကုိရီးယားရဲ႕ ထင္ရွားတဲ့ အထိမ္းအမွတ္ေန႔ေတြကေတာ့ ႏွစ္သစ္ကူးနဲ႔ ေကာက္သစ္စားပဲြတုိ႔ ျဖစ္ပါတယ္။ ႏွစ္သစ္ကူး 
ကေတာ့ ကိုရီးယား လျပကၡဒိန္ ၁လပိုင္း ၁ရက္ေန႔ ျဖစ္ျပီး ႏွစ္တစ္ႏွစ္ရဲ႕ အစကုိ ဂုဏ္ျပဳတဲ့ ေန႔ျဖစ္ပါတယ္။ ႏွစ္သစ္ကူးရက္ 
မွာ မိသားစုေတြ စုေဝးျပီး ဘုိးဘြားဘီဘင္ေတြကုိ ကန္ေတာ့ပဲြေပးရင္း လူၾကီးေတြကုိ ကန္ေတာ့ၾကပါတယ္။ ျပီးေတာ့ 
ဆန္မုန္႔ဟင္းခိ်ဳလည္း ေသာက္ၾကပါတယ္။ ေကာက္သစ္စားပဲြကေတာ့ ကုိရီးယား လျပကၡဒိန္ ၈လပိုင္း ၁၅ရက္ေန႔ျဖစ္ျပီး 
သစ္သီးေတြ ေကာက္ပဲသီးႏွံေတြ ရိတ္သိမ္းတာကို ေက်းဇူးတင္တဲ့ ေန႔ျဖစ္ပါတယ္။ ေကာက္သစ္စားပဲြမွာေတာ့ 
ကန္ေတာ့ ပဲြေပးျပီး ဆုံးေျဖာင္း(ေကာက္ညႇင္းမုန္႔)ကုိ စားၾကပါတယ္။ ညဘက္မွာေတာ့ လျပည့္ဝန္းၾကီးကို ၾကည့္ျပီး 
ဆုေတာင္းေလ့ရိွပါတယ္။ ေကာက္သစ္စားပဲြရက္မွာေတာ့ သစ္သီးေတြ အစားအေသာက္ေတြ ေပါလြန္းလုိ႔ 'ပိုတယ္ေလ်ာ့တယ္ 
မရိွဘဲ အျမဲတမ္း ဟန္ဂါဝီ ေကာက္သစ္စားပဲြလုိပဲ ျဖစ္ရပါေစ'ဆုိတဲ့ စကားပံုေတာင္ ရိွတဲ့အထိပါပဲ။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ပါ။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ဖို႔ အသင့္ေတာ္ဆုံး စကားလုံးကို ေရြးပါ။

1.

  

가:	한국의	전통	옷이	한복이지요?	한복은	보통	언제	입어요?

 ကုိရီးယားရိုးရာဝတ္စံုက ဟန္ဘုိ႔ မဟုတ္လား။ ဟန္ဘုိ႔ကုိ မ်ားေသာအားျဖင့္ ဘယ္အခိ်န္ ဝတ္ေလ့ရိွလဲ။
나:	설날이나	추석	같은																		에	주로	입어요.

 ႏွစ္သစ္ကူးတုိ႔  ေကာက္သစ္စားပဲြတုိ႔လုိ  ေန႔ထူးရက္ျမတ္ေတြမွာ အမ်ားအားျဖင့္ ဝတ္ေလ့ရိွပါတယ္။

					①	생일		 ②	명절		 ③	계절		 ④	회의

2.

  
가:	지훈	씨는	설날	연휴에	뭐	할	거예요? ဂီ်ဟြန္း ႏွစ္သစ္ကူး ပိတ္ရက္ရွည္မွာ ဘာလုပ္မွာလဲ။

나:	저는	고향에																																							.	ကြ်န္ေတာ္ကေတာ့ ဇာတိေျမကုိ ျပန္မလုိ႔ပါ။

					①	다닐	거예요		 ②	내려갈	거예요		 ③	돌아올	거예요		 ④	이사할	거예요

3.

  

가:	저는	지난	설	연휴에	친구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세뱃돈도	받았어요.

   ကြ်န္ေတာ္ကေတာ့ ျပီးခဲ့တဲ့ ႏွစ္သစ္ကူး ပိတ္ရက္ရွည္မွာ သူငယ္ခ်င္း အိမ္ကုိ သြားျပီး ဆန္မုန္႔ဟင္းခိ်ဳလည္း 
ေသာက္၊ မုန္႔ဖိုးလည္း ရခဲ့ပါတယ္။

나:	우와,	정말																																						.	저는	집에만	있었는데	부러워요.

 ဟယ္... တစ္ကယ္ ေပ်ာ္စရာေကာင္းခဲ့မွာပဲေနာ္။ ကြ်န္မကေတာ့ အိမ္မွာပဲ ေနေနခဲ့တာ... အားက်လုိက္တာ။

					①	추웠겠어요		 ②	속상했겠어요	 ③	재미있었겠어요		 ④	사람이	없었겠어요

ေမးခြန္း ၁ကေန ၃အထိကေတာ့ စကားေျပာရဲ႕ ဝါက်ထဲက ကြက္လပ္ကို ျဖည့္ဖို႔ သင့္ေတာ္တဲ့ 
စကားလံုးကို ေရြးရမယ့္ ေမးခြန္းေတြပါ။ အေၾကာင္းအရာနဲ႔ သက္ဆိုင္တဲ့ အရာကို ေရြးပါ။

ေအာက္ပါ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 ႏွစ္ခုကို ေျဖရမွာပါ။ အေပၚမွာ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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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စ္တစ္ႏွစ္ အစကုိ ၾကိဳဆုိဂုဏ္ျပဳတဲ့ ေန႔က ဘယ္ေန႔ျဖစ္ပါသလဲ။

	 ①	설날		 ②	추석		 ③	명절		 ④	한가위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ဖတ္ထားတဲ့ အေၾကာင္းအရာနဲ႔ တူတဲ့ ဝါက်ကို ေရြးပါ။

	 ①	추석은	음력	1월	1일이다.	 ②	설날에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다.

	 ③	설날에는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④	추석에는	과일과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정답 		1.	②		2.	②		3.	③		4.	①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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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①		3.	④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매주	일요일마다	친구와	같이	산에	갑니다.	산을	오를	때는	힘들지만	정상에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အပတ္တုိင္း တနလၤာေန႔မွာ သူငယ္ခ်င္းနဲ႔ အတူတူ ေတာင္တက္သြားေလ့ရိွပါတယ္။ ေတာင္တက္တဲ့အခါ ပင္ပန္း
ေပမဲ့ ေတာင္ထိပ္ေရာက္တဲ့အခါမွာေတာ့ စိတ္ထဲ အရမ္း ၾကည္လင္လာပါတယ္။

	 		

				 ①	내려오고	 ②	도착하고	

	 ③	내려오면	 ④	도착하면

2.

	

해외여행을	가려면	먼저	여행	날짜와	장소를																		비행기	표와	호텔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갈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င္ငံျခား ခရီးသြားမယ္ဆုိရင္ အရင္ဆုံး ခရီးသြားမယ့္ ရက္နဲ႔ ေနရာကို သတ္မွတ္ျပီးေနာက္ ေလယာဥ္လက္မွတ္နဲ႔ 
ဟုိတယ္ကို ဘြတ္ကင္လုပ္ရပါတယ္။ ျပီေတာ့ ယူသြားမယ့္ ပစၥည္းေတြကုိ ျပင္ဆင္ရပါတယ္။

	

			 ①	정한	후에	 ②	신청한	후에	

	 ③	정하기	전에	 ④	신청하기	전에	

3.

	

연휴	때	고향에																						합니다.	그런데	벌써	기차표가	매진되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합

니다.

ပိတ္ရက္ရွည္မွာ ဇာတိကုိ သြားျပီးျပန္လာမလုိ႔ပါ။ ဒါေပမဲ့ ရထားလက္မွတ္ေတြ အကုန္ေရာင္းကုန္သြားလုိ႔ ဘတ္စ္ 
ကားစီးျပီး သြားရပါမယ္။

	

			 ①	돌아오면	 ②	다녀오면

	 ③	돌아오려고	 ④	다녀오려고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အာက္မွာ မိုနီခါနဲ႔ ဆိုဟီတို႔ စကားေျပာေနတာေလးကို ေဖာ္ျပထားပါတယ္။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34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ကေလးဝတ္အကၤ်ီ လက္ေဆာင္ေပးရင္ ဘယ္လိုေနမလဲ။

모니카	 	소희 씨도 이번 주말에 순영 씨의 아기 돌잔치에 가요?
   ဆုိဟီေရာ ဒီတစ္ပတ္ နားရက္မွာ ဆြန္ေယာင္းရဲ႕ ကေလး တစ္ႏွစ္ျပည့္ ေမြးေန႔ပဲြကို  

သြားမွာလား။

소  희	 	네, 저도 갈 거예요.
  ဟုတ္ကဲ့၊ ကြ်န္မလည္း သြားမလို႔ပါ။

모니카	 	돌잔치에 가면 뭐 해요?
  တစ္ႏွစ္ျပည့္ ေမြးေန႔ပဲြကုိ သြားရင္ ဘာေတြ လုပ္လဲဟင္။

소  희	 	가족과 친구들이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밥도 

먹어요.
  မိသားစုနဲ႔ သူငယ္ခ်င္းေတြက ကေလးရဲ႕ ပထမဆုံး အၾကိမ္ ေမြးေန႔ကို ဂုဏ္ျပဳၾကျပီး 

ထမင္းလည္း စားၾကပါတယ္။

모니카	 	그런데 아기한테 무슨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ဒါနဲ႔ ကေလးကုိ ဘယ္လုိ လက္ေဆာင္မိ်ဳး ေပးရင္ ေကာင္းမလဲ။

소  희	 	아기 옷이나 인형을 많이 선물해요. 저는 인형을 샀으니

까 모니카 씨는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ကေလးအကၤ်ီတုိ႔ အရုပ္တုိ႔ အမ်ားဆုံး လက္ေဆာင္ေပးၾကပါတယ္။ ကြ်န္မက အရုပ္ 

ဝယ္ျပီးျပီဆိုေတာ့ မိုနီခါက အကၤ်ီ လက္ေဆာင္ေပးရင္ ဘယ္လုိေနမလဲ။ 

모니카	 	그게 좋겠네요. 고마워요.
  အဲ့ဒါ  ေကာင္းမယ္ထင္တယ္ေနာ္။ ေက်းဇူးပါပဲ။

번째

ေန႔ရက္ အစီအစဥ္ (သို႔) အဆင့္၊ အပတ္စဥ္ကုိ ေရတြက္ေသာအခါ သုံးသည္။
·	다음	달	첫	번째	토요일에		
만나요.

  ေနာက္လ ပထမ အပတ္ 
စေနေန႔မွာေတြ႕ရေအာင္။ 

·	한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ကုိရီးယား အလည္သြားတာ  

ဒီတစ္ခါနဲ႔ဆုိ ႏွစ္ၾကိမ္ေျမာက္ပါ။ 

선물 လက္ေဆာင္ 

·	모니카	씨의	생일	선물로	꽃을		

준비했어요.	

  မုိနီခါရဲ႕ ေမြးေန႔ လက္ေဆာင္အျဖစ္  

ပန္း ယူလာခ့ဲပါတယ္။ 

·	어린이날에	제	조카에게	장난감		

선물을	할	거예요.	

  ကေလးမ်ားေန႔မွာ ကြ်န္ေတာ့္တူမေလးကုိ 

အရုပ္ လက္ေဆာင္ေပးမလို႔ပါ။ 

1. 이번 주말은 무슨 날이에요? ဒီတစ္ပတ္ နားရက္က ဘာေန႔ပါလဲ။

2. 두 사람은 무슨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သူတုိ႔ႏွစ္ေယာက္ ဘာလက္ေဆာင္ ျပင္သြားၾကမွာ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순영	씨의	아기	돌잔치		2.	인형과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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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ၾကံဥာဏ္ေပးရန္၊ အၾကိမ္ေရ ေရတြက္ႏုိင္ရန္ 
□သဒၵါ  -는 게 어때요, -고 나서

□ေဝါဟာရ  ေန႔ထူးရက္ျမတ္၊ လက္ထပ္ထိမ္းျမွားမႈ ထုံးတ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မိသားစုပဲြမ်ားႏွင့္ ကုိရီးယား ရုိးရာဓေလ့ ပဲြ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06



ဒါကေတာ့ ကိုရီးယားရဲ႕ ေန႔ထူးေန႔ျမတ္ေတြနဲ႔ ပတ္သက္တဲ့ ေဝါဟာရေ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생일
ေမြးေန႔

돌
တစ္ႏွစ္ျပည့္ ေမြးေန႔ 

백일
ရက္တစ္ရာျပည့္

집들이
အိမ္တက္ပဲြ

어버이날
မိဘမ်ားေန႔

스승의	날
ဆရာမ်ားေန႔႔

어린이날
ကေလးမ်ားေန႔

결혼기념일
မဂၤလာႏွစ္ပတ္လည္ေန႔

환갑
အသက္ ၆၀ျပည့္ ေမြးေန႔

칠순
အသက္ ၇၀ျပည့္ ေမြးေန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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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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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는 게 어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는 게 어때요.’

1)  가: 수진 씨가 집들이를 하는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나: ?

2) 가: 다음 주 토요일이 모니카 씨 생일인데 뭘 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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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 돌 ㉢ 어버이날 ㉣ 결혼기념일 ㉤ 집들이

① ⑤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 အသုံးအႏႈန္းနဲ႔ မ်ဥ္းေၾကာင္းဆဲြ ဆက္သြယ္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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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특별한 날 ေန႔ထူးေန႔ျမတ္



60  34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ထပ္ျပီး ေလ့လာရေအာင္။ ‘-는	게	어때요?’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1.	가:	목이	좀	아파요.	 2.	가:	주말에	어디로	여행을	갈까요?

	 나:	따뜻한	물을																														?	 	 나:	제주도에																															?

3.	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4.	가: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해요.

	 나:	시내에서																															?	 	 나:	그럼,	다른	영화를																															?

ၾကိယာနဲ႔ တဲြျပီး တစ္ခုခု ညႊန္းေပးတာ၊ အၾကံဥာဏ္ေပးတာမိ်ဳးေတြမွာ သံုးပါတယ္။

·	가:				주말에	친구	집들이가	있는데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နားရက္မွာ သူငယ္ခ်င္း အိမ္တက္ ရိွတာ ဘာ လက္ေဆာင္မိ်ဳး ဝယ္သြားရင္ ေကာင္းမလဲ။
	 나:	세제나	휴지를	사는 게 어때요?	ဆပ္ျပာမႈန္႔တုိ႔ တစ္ရွဴးလိပ္တို႔ ဝယ္ရင္ ဘယ္လုိ ေနမလဲ။
·	가:	지금	밥을	먹을까요?	အခု ထမင္း စားၾကမလား။
	 나:	영화를	본	후에	밥을	먹는 게 어때요?	ရုပ္ရွင္ၾကည့္ျပီးမွ စားတာ မေကာင္းဘူးလား။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는	게	어때요?’ က ျမန္မာစကားမွာ တစ္ခုခုကို ‘လုပ္ပါလား’လုိ႔ အၾကံေပးတုိက္တြန္းတဲ့ ပံုစံနဲ႔လည္း သံုးလုိ႔ရသလို 
‘လုပ္လိ ုက္ရင္ေကာ? ’ဆုိ ျပ ီ း သေဘာထားေမးျမန္းတဲ ့ သေဘာနဲ ႔လည္း သံ ု းလု ိ ႔  ရပါတယ္။ ကု ိရ ီ းယားလိ ု 
တုိက္ရိုက္ကေတာ့ ‘တဲ့အရာက ဘယ္လိုလဲ’ ျဖစ္ပါတယ္။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때요?	ေနာက္တစ္ခါက်ရင္ ကၽြန္ေတာ္တို႔ အိမ္မွာ စုၾကမလား။
·일찍	밥을	먹는 게 어때요?	ထမင္း ေစာေစာ စားလိုက္ၾကမလား။(စားလိုက္ရင္ေကာ?)

‘-는	게	어때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ဒီ အသံုးအႏႈန္းကို အသံုးျပဳျပီး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ပံုကုိ ၾကည့္ျပီး ‘-는	게	어때요?’ ကုိ သုံး၍ ဝါက်ကို အဆုံးသတ္ပါ။ 

4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①     ㉠

②     ㉡

③     ㉢

④     ㉣

⑤     ㉤

생일

돌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집들이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는 게 어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는 게 어때요.’

1)  가: 수진 씨가 집들이를 하는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나: ?

2) 가: 다음 주 토요일이 모니카 씨 생일인데 뭘 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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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다음	주	토요일이	모니카	씨	생일인데	뭘	살까요?

	 ေနာက္အပတ္ စေနေန႔ မိုနီခါ ေမြးေန႔ဆုိေတာ့ ဘာ ဝယ္သြားရင္ ေကာင္းမ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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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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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념일

집들이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는 게 어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는 게 어때요.’

1)  가: 수진 씨가 집들이를 하는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나: ?

2) 가: 다음 주 토요일이 모니카 씨 생일인데 뭘 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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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수진	씨가	집들이를	하는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ဆူဂ်င္းတုိ႔ အိမ္မွာ အိမ္တက္လုပ္တာ ဘာ လက္ေဆာင္ ေပးရင္ ေကာင္းမလဲ။
나:																																																																									?

2. 그림을 보고 ‘-는 게 어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정답 		1)	휴지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2)	티셔츠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정답 		1.	마시는	게	어때요		2.	가는	게	어때요		3.	만나는	게	어때요		4.	보는	게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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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는 게 어때요 G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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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ယာင္းနဲ႔ လီလီတို႔ ကိုရီးယားရိုးရာ လက္ထပ္ထိမ္းျမားတဲ့ ဓေလ့အေၾကာင္း ေျပာေနၾကပါ တယ္။ 
သူတို႔ သူတို႔ ဘာေတြ ေျပာေနၾကပါသလဲ။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미영	 	신랑하고 수진 씨가 참 잘 어울리지요?
   သတုိ႔သားနဲ႔ ဆူဂ်င္တို႔ အရမ္းကုိ လိုက္ဖက္တယ္ 

မဟုတ္လား။

리리	 	네,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런데 한국에서

는 결혼할 때 한복을 안 입어요?
  ဟုတ္တယ္၊ တစ္ကယ္ လုိက္ဖက္ပါတယ္။ ဒါေပမဲ့ 

ကုိရီးယားမွာ မဂၤလာပဲြက်င္းပတဲ့အခါ ရိုးရာဝတ္စံု 
မဝတ္ဘူးလား။

미영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폐백을 드리는데 

그때 한복을 입어요. 
  မဂၤလာပဲြ ျပီးရင္ ဖဲဘက္ ရိွတယ္ေလ... အဲဒီအခိ်န္က်မွ 

ရိုးရာဝတ္စံု ဝတ္ၾကပါတယ္။

리리	 	폐백이 뭐예요?
 ဖဲဘက္ ဆိုတာ ဘာလဲ။

미영	 	결혼할 때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하는 인사예요. 
  လက္ထပ္တဲ့အခါ သတုိ႔သား မိဘေတြန႔ဲ  ေဆြမိ်ဳးေတြကုိ 

ႏႈတ္ဆက္ဂါရဝျပဳတာကို  ေျပာတာပါ။

리리	 	아, 그렇군요. 한국의 전통 혼례도 보고 

싶어요.
    ေၾသာ္၊ ဒီလုိကိုး။ ကုိရီးယား ရိုးရာ မဂၤလာပဲြလည္း 

ျမင္ဖူးခ်င္လိုက္တာ။

어울리다 လုိက္ဖက္သည္

·	가:			민수	씨하고	미영	씨가		

결혼한다면서요?
   မင္ဆူနဲ႔ မီေယာင္းတုိ႔ 

လက္ထပ္ၾကေတာ့မယ္ဆုိ။

	 나:				네,	저도	들었어요.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ဟုတ္ကဲ့။ ကြ်န္ေတာ္လည္း 
ၾကားတယ္။ ႏွစ္ေယာက္သား 
အရမ္း လိုက္တယ္ေနာ္။

참	 အရမ္း၊ အမွန္ကုိ၊ တကယ့္ကုိ 

·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ဒီေန႔ေတာ့ ရာသီဥတု အရမ္း 
သာယာလုိက္တာ။ 

·	투안	씨는	일을	참	잘해요.	

   ထူအန္းက အလုပ္ အရမ္း 
ေတာ္တယ္။ 

1. 미영 씨와 리리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မီေယာင္းနဲ႔ လီလီ အခု ဘယ္မွာ ရိွေနတာလဲ။

2. 폐백이 뭐예요? ဖဲဘက္ ဆိုတာ ဘာလဲ။

ဒီတစ္ခါေတာ့ ကိုယ့္ကိုယ္ကို လီလီနဲ႔ မီေယာင္းလို႔ သေဘာထားျပီး သူတို႔ ေျပာသလို လိုက္
ေျပာၾကည့္ရေအာင္။ ေသခ်ာနားေထာင္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수진	씨의	결혼식		2.	신부가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하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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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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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က္ထပ္ထိမ္းျမားတဲ့ ဓေလ့ထံုးတမ္းနဲ႔ ပတ္သက္တဲ့ အသံုးအႏႈန္းေတြ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결혼식
မဂၤလာေဆာင္

축의금
မဂၤလာ လက္ဖဲြ႔ေငြ

청첩장
မဂၤလာေဆာင္ ဖိတ္စာ

신랑
သတုိ႔သား

신부
သတုိ႔သမီး

주례
ဘိသိက္သြန္းျခင္း

하객
မဂၤလာပဲြလာ ဧည့္သည္မ်ား

사진	촬영을	하다
ဓာတ္ပံုရိုက္သည္

피로연을	하다
ဧည့္ခံပဲြ က်င္းပသည္

폐백을	드리다
ဂါရဝျပဳသည္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34과_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51

연습 2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to the corresponding pictures.

1) 제 한국 친구한테서 을 받았어요.

2)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의 에 갔어요.

3) 선물 대신 을 준비했어요.

4) 결혼식이 시작되고 먼저 이 입장했어요.

5) 그리고 가 입장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기 결혼식                청첩장                 신부                  축의금                 신랑

2.   그림을 보고 ‘-고 나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고 나서.’

1)  가: 언제 폐백을 드려요?

 나:  폐백을 드려요.

2) 가: 언제 밥 먹으러 갈까요? 

   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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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ပံုနဲ႔ လုိက္ဖက္တဲ့ အသံုးအႏႈန္း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1)	

2)

3)

4)

5)

제	한국	친구한테서																					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의																					에	갔어요.

선물	대신																					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먼저																					이	입장했어요.

그리고																					가	입장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답 		1)	청첩장		2)	결혼식

	 3)	축의금		4)	신랑

	 5)	신부

보기

결혼식

청첩장

신부

축의금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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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ဝါဟာရ ၂ 결혼 문화 လက္ထပ္ထိမ္းျမွားမႈ ဓေလ့ထံုးတ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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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고	나서’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2. 그림을 보고 ‘-고 나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34과_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51

연습 2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to the corresponding pictures.

1) 제 한국 친구한테서 을 받았어요.

2)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의 에 갔어요.

3) 선물 대신 을 준비했어요.

4) 결혼식이 시작되고 먼저 이 입장했어요.

5) 그리고 가 입장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기 결혼식                청첩장                 신부                  축의금                 신랑

2.   그림을 보고 ‘-고 나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고 나서.’

1)  가: 언제 폐백을 드려요?

 나:  폐백을 드려요.

2) 가: 언제 밥 먹으러 갈까요? 

   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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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언제	밥	먹으러	갈까요?	ဘယ္ေတာ့ ထမင္းစားဖို႔ သြားၾကမလဲ။

나:																																갑시다.

   34과_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51

연습 2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to the corresponding pictures.

1) 제 한국 친구한테서 을 받았어요.

2)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의 에 갔어요.

3) 선물 대신 을 준비했어요.

4) 결혼식이 시작되고 먼저 이 입장했어요.

5) 그리고 가 입장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기 결혼식                청첩장                 신부                  축의금                 신랑

2.   그림을 보고 ‘-고 나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고 나서.’

1)  가: 언제 폐백을 드려요?

 나:  폐백을 드려요.

2) 가: 언제 밥 먹으러 갈까요? 

   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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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언제	폐백을	드려요?	ဘယ္အခိ်န္မွာ ဖဲဘက္ကုိ လုပ္တတ္ပါသလဲ။

나:																																폐백을	드려요.	

ၾကိယာနဲ႔ တဲြဖက္ျပီး အျပဳအမူ တစ္ခု ျပီးတဲ့ အခိ်န္မွာ ေနာက္တစ္ခုကို ဆက္လုပ္တာပဲ ျဖစ္ျဖစ္ အျခား 
အေျခအေနတစ္ခု  ျဖစ္ေပၚလာတာကို ေဖာ္ညႊန္းပါတယ္။

·	가:	미영	씨,	언제	밥	먹을	거예요?	မီေယာင္းေရ၊ ထမင္း ဘယ္ေတာ့ စားမွာလဲ။
	 	나:		이	일을	끝내고 나서	먹으러	갈	거예요.	ဒီ အလုပ္ ျပီးရင္ စားဖုိ႔ သြားမွာပါ။
·	가:	모니카	씨,	당근하고	양파는	어떻게	할까요?	မိုနီခါေရ၊ မုန္လာဥနီနဲ႔ ၾကက္သြန္နီကုိ ဘယ္လုိ လုပ္ရမလဲ။
	 	나:	고기를	삶고 나서	볶으세요.	အသားကုိ ျပဳတ္ျပီးမွ ေၾကာ္ပါ။

‘-고	나서’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ဒီ အသံုးအႏႈန္းကို အသံုးျပဳျပီး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정답 			1)	결혼식을	하고	나서			2)	사진을	찍고	나서

ထပ္ျပီး ေလ့လာရေအာင္။ ‘-고	나서’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1.	아침을																																																																	.		

2.	장을																																																																				.	

정답 			1.	먹고	나서	회사에	가요		2.	보고	나서	요리해요

62  34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문법 2  သဒၵါ ၂ -고 나서 G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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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မွာ ျပထားသလုိ စကားေျပာ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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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Create conversations as follows.

1)   2)

3)   4)

보기

가:   다음 주 토요일이 수진 씨 아기 돌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나: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다음 주 토요일

5월 15일 내일

다음 주 일요일 이번 주 토요일

수진 씨 아기 돌

스승의 날

친구 결혼식

친구 생일

반장님 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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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주	토요일이	수진	씨	아기	돌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နာက္အပတ္ စေနေန႔မွာ ဆူဂ်င္းရဲ႕ ကေလး တစ္ႏွစ္ျပည့္ကုိ ဘယ္လုိ 

လက္ေဆာင္မိ်ဳး ေပးရင္ ေကာင္းမလဲ။
나: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ကေလးဝတ္အကၤ် ီ လက္ေဆာင္ေပးရင္ ဘယ္လိုေနမလဲ။ဆူဂ်င္း သားေလး 

တစ္ႏွစ္ျပည့္ေမြးေန႔

수진 씨 아기 돌

다음 주 토요일 ေနာက္အပတ္ စေနေန႔

5월 15일

다음 주 일요일

내일

이번 주 토요일

스승의 날

친구 결혼식

친구 생일

반장님 집들이

1)	 2)	

3)	 41)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일할 맛이 나요. အလုပ္ လုပ္ရတာ လုပ္ေပ်ာ္တယ္။ 

가:	상여금을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ဆုေၾကးေငြရလုိ႔ စိတ္ထဲ အရမ္း ေပ်ာ္မိပါတယ္။
나:	맞아요,	일할 맛이 나요.	ဟုတ္တယ္။ အလုပ္ လုပ္ရတာ လုပ္ေပ်ာ္တယ္ေ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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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경조사 
ကိုရီးယား ႏိုင္ငံရဲ႕ ရိုးရာပဲြမ်ားႏွင့္ ဓေလ့မ်ား

돌 တစ္ႏွစ္ျပည့္ ေမြးေန႔
아기가	태어난	후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친척과	친

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때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는	아기

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기가	잡게	하는	것입니다.

ကေလး ေမြးျပီး တစ္ႏွစ္ျပည့္တဲ့ အခိ်န္မွာ တစ္ႏွစ္ျပည့္ေမြးေန႔ပဲြကုိ က်င္းပပါ 
တယ္။ ကေလးရဲ႕ မိဘေတြက ေဆြမိ်ဳးေတြနဲ႔ သူငယ္ခ်င္းေတြကုိ ဖိတ္ၾကားျပီး 
အတူတူ ထမင္းစားၾကျပီး ‘ဒိုးလ္ဂ်ာဘီ’ကုိ လုပ္ပါတယ္။ ဒိုးလ္ဂ်ာဘီဆုိတာက 
ကေလးရဲ႕ အနာဂတ္ကို ခန္႔မွန္းဖို႔ အတြက္ ပစၥည္း မိ်ဳးစံုကုိ ခ်ထားျပီးေတာ့ က
ေလးကို ေရြးျပီး ကုိင္ခိုင္းတဲ့ အေလ့အထပါ။

결혼 လက္ထပ္ပဲြ
한국인의	결혼식에는	전통	혼례와	현대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요즘은	결

혼식장이나	호텔에서	현대적인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모습도	많이	남아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드리는	인사인	폐백이	대표적입니다. 

ကုိရီးယားရဲ႕ လက္ထပ္ပဲြမွာ ရိုးရာ လက္ထပ္ပဲြနဲ႔ အေနာက္တုိင္း လက္ထပ္ပဲြ 
ဆုိျပီး ရိွျပီးေတာ့ အခုတစ္ေလာမွာေတာ့ ခန္းမတို႔ ဟုိတယ္တုိ႔မွာ 
အေနာက္တုိင္း မဂၤလာပဲြေတြကုိ ပိုျပီး က်င္းပလာပါတယ္။ ဒါေပမဲ့ ရိုးရာ 
မဂၤလာပဲြ အေလ့အထေတြလည္း အမ်ားၾကီး က်န္ရွိေနပါေသးတယ္။ မဂၤလာပဲြ 
ျပီးခ်ိန္မွာ သတုိ႔သားရဲ႕ မိဘေတြနဲ႔ ေဆြမ်ိဳးေတြကုိ ဂါရဝျပဳတဲ့ ဖဲဘက္ပဲြက 
အထင္ရွားဆုံးပါ။ 

제사 ကြယ္လြန္သူ ဘုိးေဘးဘီဘင္မ်ားကုိ ကန္ေတာ့ပဲြေပးျခင္း
어른이	돌아가시면	매년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제사상에는	전,	나물,	과일,	고기	등	정성스럽

게	만든	음식들을	올립니다.	명절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차례라고	합니다.

လူၾကီးေတြ ကြယ္လြန္သြားတဲ့ အခါမွာ ႏွစ္တုိင္း ကြယ္လြန္တဲ့ ေန႔မွာ 
မိသားစုေတြ စုေဝးျပီး ကန္ေတာ့ပဲြ ေပးၾကပါတယ္။ အခုတစ္ေလာေတာ့ 
တျဖည္းျဖည္း ရိုးရိုးရွင္းရွင္း ပိုလုပ္လာၾကေပမဲ့ ကန္ေတာ့ပဲြမွာ အေၾကာ္၊ 
အသီးအရြက္၊ သစ္သီး၊ အသား စတဲ့ ေသခ်ာ ခ်က္ျပဳတ္ထားတဲ့ 
အစားအစာမ်ားကုိ ျပင္ဆင္ရပါတယ္။ ေန႔ထူးရက္ျမတ္ေတြမွာ ကန္ေတာ့ပဲြ 
ေပးတာကုိေတာ့ ‘ခ်ာရယ’္လုိ႔ ေခၚပါတယ္။ 

장례 စ်ာပန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갑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돌아가

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

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이나	5일	동안	장을	치릅니다.

စ်ာပန အခမ္းအနားကုိ သြားတဲ့ အခါမွာ အနက္ေရာင္ အကၤ်ီကုိ ဝတ္ျပီး 
သြားရပါတယ္။ အသုဘမွာ ဆုံးသြားတဲ့ သူကုိ အေလးျပဳတာတုိ႔ ဂါရဝျပဳတာတုိ႔ 
လုပ္ရျပီး က်န္ရစ္သူ မိသားစုေတြကုိ ႏႈတ္ဆက္ ဂါရဝျပဳရပါတယ္။ 
မ်ားေသာအားျဖင့္ ကုိရီးယားမွာ ကြယ္လြန္တဲ့ ေန႔ကေန ၃ရက္ ဒါမွမဟုတ္ 
၅ရက္ အတြင္း စ်ာပနကုိ ျပဳလုပ္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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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인의 경조사 Family events and occasions of Korea

돌 Dol, the first birthday

아기가 태어난 후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때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는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기가 잡게 하는 것입니다. 

Dol, the first birthday, is a Korean tradition that celebrates the first birthday 
of a baby. The baby’s parents invite their relatives and friends to have ‘돌잡이, 
doljabi,’ the highlight of the dol. Doljabi is a ritual in which the baby is placed in 
front of a table of food and objects, so the baby can pick up an object from the 
table. Koreans believe what the baby picks up will foretell the baby’s future. 

결혼 Wedding ceremony

한 국인의 결혼식에는 전통 혼례와 현대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요즘은 결혼식장이나 호텔에서 현대적인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모습도 많이 남아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드리는 인사인 폐백이 

대표적입니다.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weddings: the traditional ceremony and the 
modern ceremony. Nowadays, Koreans usually have a wedding ceremony at 
a wedding hall or a hotel, but there still remain som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wedding. One of the representative features of them is pyebaek, a 
custom of a bride paying respects to her groom’s family and relatives.

제사 Ancestral rituals

어른이 돌아가시면 매년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제사상에는 전, 
나물, 과일, 고기 등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올립니다. 명절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차례라고 합니다. 

Koreans practice a memorial ceremony called Jesa, which is held every year on 
the day when a family member passed away to pay their respects. Although 
the way Koreans have the ceremony has become simpler than before, they still 
sincerely prepare many kinds of food such as Korean pancakes, three diff erent 
colored vegetables, fruits, and beef. Memorials  performed on Korean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Chuseok” or “New Year’s Day” are called 차례, Charye.  

장례 Funeral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갑니다. 장례식장
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이나 5일 동안 장을 치릅니다. 

Koreans get dressed in black for funerals. Koreans pay a silent tribute or bow 
to the picture of the person and give another bow to his/her family. Korean 
funerals go on for three to fi ve days from the day the person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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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ely prepare many kinds of food such as Korean pancakes, three diff erent 
colored vegetables, fruits, and beef. Memorials  performed on Korean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Chuseok” or “New Year’s Day” are called 차례, Charye.  

장례 Funeral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갑니다. 장례식장
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이나 5일 동안 장을 치릅니다. 

Koreans get dressed in black for funerals. Koreans pay a silent tribute or bow 
to the picture of the person and give another bow to his/her family. Korean 
funerals go on for three to fi ve days from the day the person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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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인의 경조사 Family events and occasions of Korea

돌 Dol, the first birthday

아기가 태어난 후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때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는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기가 잡게 하는 것입니다. 

Dol, the first birthday, is a Korean tradition that celebrates the first birthday 
of a baby. The baby’s parents invite their relatives and friends to have ‘돌잡이, 
doljabi,’ the highlight of the dol. Doljabi is a ritual in which the baby is placed in 
front of a table of food and objects, so the baby can pick up an object from the 
table. Koreans believe what the baby picks up will foretell the baby’s future. 

결혼 Wedding ceremony

한 국인의 결혼식에는 전통 혼례와 현대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요즘은 결혼식장이나 호텔에서 현대적인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모습도 많이 남아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드리는 인사인 폐백이 

대표적입니다.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weddings: the traditional ceremony and the 
modern ceremony. Nowadays, Koreans usually have a wedding ceremony at 
a wedding hall or a hotel, but there still remain som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wedding. One of the representative features of them is pyebaek, a 
custom of a bride paying respects to her groom’s family and relatives.

제사 Ancestral rituals

어른이 돌아가시면 매년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제사상에는 전, 
나물, 과일, 고기 등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올립니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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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ယဥ္ေက်းမႈ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ရာ အေျဖကုိ ေရြးပါ။
[1~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감사합니다.		 ②	미안합니다.

	 ③	괜찮습니다.		 ④	축하합니다.

2.		①	지난주에	결혼을	했지요?

	 ②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③	이런	선물을	줘서	고마워요.

	 ④	제	생일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3.		①	아기가	참	예쁘네요.

	 ②	돌잔치가	참	재미있어요.

	 ③	금반지를	선물하는	게	좋아요.

	 ④	아기	생일을	축하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စကားေျပာ တစ္ခုကို နားေထာင္ျပီး ေမးခြန္း ႏွစ္ခုကုိ ေျဖဆုိ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두	사람은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သူတုိ႔ ႏွစ္ေယာက္ ဘယ္ကုိ သြားၾကမွာလဲ။

	 ①	집들이		 ②	돌잔치

	 ③	장례식		 ④	결혼식

5.		남자는	무슨	색	옷을	입을	것입니까?	ေယာက်္ားေလးက ဘာအေရာင္ အကၤ်ီကုိ ဝတ္မွာပါလဲ။ 

	 ①	빨간색		 ②	까만색

	 ③	하얀색		 ④	파란색

Track 108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နံပါတ္ ၁ကေန ၃အထိကို နားေထာင္ျ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ပီး မွန္ရာကို ေရြးပါ။

ေအာက္က ပုစၦာေ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
ေျ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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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지훈	씨,	정말	멋있네요.	결혼	축하해요.

  ဂီ်ဟြန္းေရ၊ အရမ္း ၾကည့္ေကာင္းတယ္။ မဂၤလာပဲြ ဂုဏ္ယူပါတယ္ေနာ္။
2.	남: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နာက္အပတ္ စေနေန႔က သူငယ္ခ်င္း ေမြးေန႔ဆုိေတာ့ ဘယ္လုိ လက္ေဆာင္မိ်ဳး ေပးရင္ ေကာင္းမလဲ။
3.	여:			건우	씨,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뭐	해요?  

ေဂၚႏူေရ၊ ကုိရီးယားမွာ တစ္ႏွစ္ျပည့္ေမြးေန႔ကုိ ဘာလုပ္တတ္လဲ။
4-5.	

여:		소식	들었어요?	현석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သတင္း ၾကားျပီးျပီလား။ ဟေယာန္ေဆာ့တုိ႔ အေဖ ဆုံးသြားတယ္တဲ့။
남:	정말이요?	현석	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တစ္ကယ္လား။  ဟေယာန္ေဆာ့ေတာ့  ေတာ္ေတာ္ စိတ္ေသာကေရာက္ေနေတာ့မွာပဲ။
여:		오늘	저녁에	리한	씨하고	가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ဒီေန႔ ညေန ရီဟန္နဲ႔ သြားမလားလုိ႔ အတူတူ လုိက္ဦးမလား။
남: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ဟုတ္ကဲ့။ ဒီေန႔ ညေန အတူတူ သြားရေအာင္။
여: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	

 ဒါနဲ႔ စ်ာပနကို သြားတဲ့အခါ အနက္ေရာင္ အကၤ် ီ ဝတ္သြားရမယ္ေနာ္။
남: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ဒါဆုိ အိမ္ကုိ သြားျပီး အနက္ေရာင္ အကၤ် ီ ဝတ္ျပီး လာခဲ့ပ့ါမယ္။

듣기 대본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သင့္ေလ်ာ္မယ့္ အေျဖကုိ ေရြးပါ။

 남자는	왜	전화를	했습니까?	

 ေယာက္်ားေလးက  ဘာေၾကာင့္ ဖုန္းဆက္ခဲ့တာလဲ။

	 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②	주말에	한국어시험을	보려고

 ③	한국어	수업에	늦을	것	같아서	 	 ④	한국어능력시험을	신청하려고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③		5.	②

여:	여보세요?	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ဟယ္လုိ။လုပ္သားပ့ံပိုးကူညီေရးစင္တာကပါရွင္။

남: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준비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	수업이	언제	있어요?
   ကိုရီးယားအရည္အခ်င္းစစ္စာေမးပဲြ ၾကားအဆင့္ ျပင္ဆင္တဲ့ သင္တန္းတက္မလားလို႔ပါ... အတန္း ဘယ္အခိ်န္ေတြမွာ 

ရိွပါသလဲခင္ဗ်ာ။

여:	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ဟုတ္ကဲ့။ စေနေန႔ ေန႔လယ္ ၂နာရီကေန ၅နာရီအထိ အတန္းရိွပါတယ္ရွင္။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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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34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해서																						을/를	합니다.	초대를	받아서	갈	때에

는	선물을	사	가는데	보통	휴지나	세제를	많이	선물합니다.	휴지는	일이	잘	되라는	의미가	있고	세제는	빨

리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커피	잔이나	화분같은	것을	선물하기

도	합니다.

အိမ္သစ္ကို အိမ္ေျပာင္းျပီးတဲ့အခါ မိသားစုေတြ သူငယ္ခ်င္းေတြကို ဖိတ္ျပီး အိမ္တက္လုပ္ပါတယ္။ အဖိတ္ခံရတဲ့အခါမွာ
ေတာ့ လက္ေဆာင္ ဝယ္သြားရေလ့ ရိွျပီး မ်ားေသာအားျဖင့္ေတာ့ တစ္ရွဴးလိပ္တုိ႔၊ ဆပ္ျပာမႈန္႔တုိ႔ လက္ေဆာင္ေပးေလ့ရိွပါ 
တယ္။ တစ္ရွဴးလိပ္ကေတာ့  အလုပ္မွန္သမွ် အဆင္ေျပေခ်ာေမြ႕ပါေစဆုိတဲ့ အဓိပၺာယ္ ရျပီး ဆပ္ျပာမႈန္႔ကေတာ့ ျမန္ျမန္ 
သူ ေဌးျဖစ္ပါေစလို႔ အဓိပၺာယ္ေဆာင္ပါတယ္။ အခုတစ္ေလာေတာ့ လင္မယား အတူတူ သံုးလို႔ ရတဲ့ ေကာ္ဖီခြက္တို႔ 
ပန္းအိုး တုိ႔လုိမိ်ဳး လက္ေဆာင္ေပးတဲ့ အခါလည္း ရိွပါတယ္။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ကုိ ေျဖဆိုပါ။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ဖို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한국에서는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같이	밥을	먹고	축하를	해	줍니다.

ကုိရီးယားမွာက ကေလးရဲ႕ ပထမဆုံး ေမြးေန႔ကုိ ဒုိးလ္(တစ္ႏွစ္ျပည့္ေမြးေန႔)လုိ႔ ေခၚပါတယ္။ ဒါကုိ အထိမ္းအမွတ္ 
အျဖစ္ မိသားစုနဲ႔ ေဆြမိ်ဳးေတြ စုေဝး အတူ ထမင္းစားျပီး ဂုဏ္ျပဳေပးၾကပါတယ္။

					①	돌		 ②	백일		 ③	집들이		 ④	결혼기념일

2.	
가:	진영	씨	소식	들었어요?	진영	씨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ဂ်င္ေယာင္း သတင္း ၾကားျပီးျပီလား။ ဂ်င္ေယာင္း ေနာက္လဆုိ လက္ထပ္ေတာ့မွာတဲ့။

나:		네,	저도	어제																					을	받았어요.	남자	친구를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한다니	깜짝	놀랐어요.

   ဟုတ္ကဲ့။ ကြ်န္ေတာ္လည္း မေန႔က ဖိတ္စာ ရျပီးပါျပီ။ ေကာင္ေလးနဲ႔ တဲြတာ သိပ္ေတာင္ မၾကာေသးဘူး 
လက္ထပ္ေတာ့မယ္ဆုိေတာ့  အရမ္း လန္႔သြားတာ။

					①	선물		 ②	피로연		 ③	청첩장		 ④	축의금

3.	
한국의	결혼은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양식	

결혼식을	많이	하지만	전통	혼례의	풍습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신랑	부모님

과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이)라고	합니다.

ကိုရီးယားရဲ႕ မဂၤလာပဲြမွာ ရိုးရာအရ လက္ထပ္တာနဲ႔ အေနာက္တိုင္းလို လက္ထပ္တာဆိုျပီး ရိွပါတယ္။ အခ ု
တစ္ေလာမွာေတာ့ မ်ားေသာအားျဖင့္ မဂၤလာေဆာင္ဂါဝန္ ဝတ္ျပီး အေနာက္တုိင္းလုိ မဂၤလာေဆာင္ၾကေပမ့ဲ ရုိးရာ 
အေလ့အထေတြလည္း အခုထိ က်န္ေနပါေသးတယ္။ မဂၤလာပဲြ အျပီးမွာ သတုိ႔သား မိဘေတြကုိ ဂါရဝျပဳ
ႏႈတ္ဆက္တာ ရွိျပီးေတာ့ ဒါကုိ ဖဲဘက္လုိ႔ ေခၚပါတယ္။

					①	함		 ②	맞선		 ③	폐백		 ④	상견례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နံပါတ္ ၁ကေန ၃အထိကေတာ့ ကြက္လပ္ျဖည့္ဖို႔ သင့္ေတာ္မယ့္ အရာကို ေရြးေပးရမွာပါ။ 
အေၾကာင္းအရာနဲ႔ ဆီေလ်ာ္ရာကို ေရြးပါ။

ေအာက္ပါ ပုစၦာက စာပိုဒ္တစ္ခုကို ဖတ္ျပီး ေမးခြန္းႏွစ္ခုကို ေျဖဆိုရမွာပါ။ အေပၚမွာ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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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ဖို႔ သင့္ေတာ္ရာ စကားလုံးကို ေရြးပါ။

	 ①	돌잔치		 ②	집들이		 ③	결혼식		 ④	생일	파티

5.	 세제를	선물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ဆပ္ျပာမႈန္႔ကုိ လက္ေဆာင္ေပးတာဟာ ဘယ္လို အဓိပၸာယ္ရပါသလဲ။ 

	 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②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③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④	새	집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정답 		1.	①		2.	③		3.	③		4.	②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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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③		3.	②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ဖို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저는		 	 	 	 	 	 	 	 	 	 	에	운동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일요일	아침에는		

수영을	합니다.

ကြ်န္ေတာ္ကေတာ့ နားရက္မွာ အားကစားလုပ္ပါတယ္။ စေနေန႔မွာေတာ့ သူငယ္ခ်င္းေတြနဲ႔ ေဘာလံုးကန္ျပီး 
တနဂၤေႏြေန႔ မနက္မွာေတာ့ ေရကူးပါတယ္။

	 		

				 ①	연휴	 ②	휴가	

	 ③	오후	 ④	주말

2.

	

8월	15일에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있습니다.	시험을	신청하실	분들은	6월	30일

까지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응시	원서를																								합니다.	

၈လပိုင္း ၁၅ရက္ေန႔မွာ ကိုရီးယားအရည္အခ်င္းစစ္စာေမးပဲြ ရိွပါတယ္။ စာေမးပဲြ ေလွွ်ာက္လႊာတင္မယ့္ သူေတြ 
ကေတာ့ ၆လပိုင္း ၃၀ရက္ေန႔အထိ ရံုးခန္းကုိ ကုိယ္တုိင္ လာျပီး ေလွ်ာက္လႊာတင္ရပါမယ္။

	

			 ①	보관해야	 ②	보관할까		

	 ③	접수해야	 ④	접수할까

3.

	

이번	주부터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친절하고	일도	많이																							

회사	생활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ဒီအပတ္ကေနစျပီး ရုံးစတက္ခဲ့ပါတယ္။ လုပ္ေဖာ္ကုိင္ဖက္ေတြ အကုန္ ေဖာ္ေရြၾကျပီး အလုပ္ေတြလည္း ေတာ္ေတာ္ 
ကူညီေပးၾကလုိ႔  ရံုးတက္ရတာ သိပ္ပင္ပန္းေလာက္မယ္ မထင္ပါဘူး။

	

			 ①	도와줘도	 ②	도와줘서

	 ③	물어줘도	 ④	물어줘서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အာက္မွာ ဆူဖီခါနဲ႔ ဟူေအာင္းတို႔ စကားေျပာေနတာေလးကို ေဖာ္ျပထားပါ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수피카	 	지금 드라마가 시작돼요. 흐엉 씨, 빨리 오세요.
 အခု ဇာတ္လမ္းတဲြ စလာေနျပီ။ ဟူေအာင္းေရ၊ ျမန္ျမန္လာ။ 

흐   엉	 	오, 김수현 씨 정말 멋있지 않아요?  

우리 고향 친구들도 아주 좋아해요.
  အိုး… ဂင္ဆူးဟေယာန္ တစ္ကယ္ မေခ်ာလြန္းဘူးလား။ 

ကြ်န္ေတာ္တုိ႔ ဇာတိက သူငယ္ခ်င္းေတြလည္း အရမ္း  
သေဘာက်ၾကတယ္။

수피카	 	흐엉 씨 고향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ဟူေအာင္းတုိ႔ဆီမွာလည္း ကိုရီးယားကားေတြ နာမည္ၾကီးလား။ 

흐   엉	 	그럼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수피카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ဒါေပ့ါ။  ကုိရီးယားကားေတြက စိတ္ဝင္စားစရာေကာင္းတယ္ေလ။

수피카	 	저는 빅뱅을 제일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ကြ်န္မကေတာ့ ဘစ္ဘမ္းကို အၾကိဳက္ဆုံးပဲ။ အရမ္း ေခ်ာတယ္ 

မဟုတ္လား။

-지 않아요? 
မိမိထင္တာ အမွန္ျဖစ္ေၾကာင္း တစ္ဖက္သားႏွင့္ အေဖာ္ညွိသည့္အခါ သုံးသည္။
·	가:			이	드라마	참	재미있지		

않아요?	
     ဒီ ဇာတ္လမ္းတဲြ 

အရမ္း စိတ္ဝင္စားစရာ 
ေကာင္းတယ္မဟုတ္လား။

	 나:	네,	재미있어요.	
    ဟုတ္က့ဲ၊ စိတ္ဝင္စားစရာ 

ေကာင္းပါတယ္။ 
·	가:	김치찌개가	맵지	않아요?   	ဂင္ခီ်ဟင္းရည္က 

စပ္တယ္မဟုတ္လား။ 
	 나:	아니요,	안	매워요.	
     ဟင့္အင္း၊ မစပ္ပါဘူး။ 

인기 နာမည္ၾကီးမႈ၊ ေရပန္းစားမႈ
·	민수	씨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မင္ဆူက မိန္းကေလးေတြၾကား 

သိပ္ ေရပန္းစားတယ္။ 

·	이	영화는	남자보다	여자

에게	더	인기가	있어요.

  ဒီရုပ္ရွင္က ေယာက်္ားေလးေတြ 
ထက္ မိန္းကေလးေတြၾကားမွာ 
ပိုနာမည္ၾကီးတယ္။ 

35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ကိုရီးယားကားေတြက စိတ္ဝင္စားစရာေကာင္းတယ္ မဟုတ္လား။

1. 두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သူတုိ႔ႏွစ္ေယာက္ ဘာေတြ ၾကည့္ေနၾကတာလဲ။

2.  수피카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ဆူဖီခါက ကိုရီးယား အႏုပညာသည္ေတြထဲက ဘယ္သူ႔ကုိ အၾကိဳက္ဆုံး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드라마		2.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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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ၾကာင္းရင္းကို ရွင္းျပတတ္ေစရန္၊ ခန္႔မွန္းတတ္ေစရန္

□သဒၵါ  -잖아요, -는/(으)ㄴ 것 같다

□  ေဝါဟာရ  ကုိရီးယားယဥ္ေက်းမႈ ဂယက္၊ စီးပြားေရးႏွင့္ စက္မႈလုပ္ငန္း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ယဥ္ေက်းမႈ ဂယက္ ခရီး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09



ဒါကေတာ့ ကိုရီးယား ယဥ္ေက်းမႈ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가수
အဆုိေတာ္

영화배우
ရုပ္ရွင္ သရုပ္ေဆာင္

아이돌
ေကေပ့ါပ္ အဆိုေတာ္ အဖဲြ႕

연예인
အႏုပညာသည္မ်ား

예능프로그램
ေဖ်ာ္ေျဖေရး အစီအစဥ္မ်ား

드라마
တီဗီဇာတ္လမ္းတဲြ

케이팝(K-pop)
ေကေပ့ါပ္

음악프로그램
ဂီတအစီအစဥ္

영화
ရုပ္ရွင္

한류
ကုိရီးယား ေရစီးေၾကာင္း

(ဂယ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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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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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음악 프로그램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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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음악	프로그램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 စကားလုံးနဲ႔ မ်ဥ္းေၾကာင္းဆဲြ ဆက္သြယ္ပါ။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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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한류 ကိုရီးယား ေရစီးေၾကာင္း(ဂယ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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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모니카	씨,	이	사과	어디에서	샀어요?	မုိနီခါေရ၊ ဒီ ပန္းသီး ဘယ္ကေန ဝယ္လာတာလဲ။
나:			시장에서	샀어요.																																														.		

ေစ်းထဲက ဝယ္ခ့ဲတာေလ၊ ေစ်းထဲမွာ ေစ်းေတာ္တယ္ မဟုတ္လား။

					①	시장이	싸잖아요	 	 ②	시장이	비싸잖아요

2)	
가:	투안	씨,	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ထူအန္းေရ၊ ဘာလုိ႔ ထီးယူလာခ့ဲတာလဲ။ 
나:	밖을	보세요.																																														.	အျပင္ကုိ ၾကည့္ပါဦး။ မုိးရြာေနတယ္ေလ။ 

					①	비가	오잖아요	 	 ②	날씨가	좋잖아요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ပီး အေျဖမွန္ကုိ ေရြးပါ။

ၾကိယာနဲ႔ တဲြဖက္ျပီး ေျပာသူေရာ နားေထာင္သူပါ သိျပီးသား အေၾကာင္းတစ္ခုကို ေျပာတဲ့ အခါမွာ သံုးပါတယ္။ 
နာမ္နဲ႔ တဲြသံုးတဲ့ အခါမွာေတာ့ ‘နာမ္ + (이)잖아요’	ကို သံုးပါတယ္။

·가:			수피카	씨의	친구들도	한국	가수를	좋아해요?		
ဆူဖီခါရဲ႕ သူငယ္ခ်င္းေတြလည္း ကုိရီးယား အဆုိေတာ္ေတြ ၾကိဳက္လား။

	 나:	그럼요.	노래도	잘하고	멋있잖아요.	ဒါေပ့ါ။ သီခ်င္းလည္း အဆုိေကာင္းျပီး အရမ္း ေခ်ာတယ္ မဟုတ္လား။
·가:	주말에	쇼핑하러	백화점에	갈까요?	နားရက္မွာ ေရွာ့ပင္ထြက္ဖို႔ ကုန္တိုက္ကုိ သြားၾကမလား။
	 나:	다음	주말에	가는	게	어때요?	다음	주말부터	세일	기간이잖아요.			
	 					ေနာက္အပတ္မွ သြားတာ ဘယ္လုိေနမလဲ။ ေနာက္ အပတ္က စျပီး ေစ်းခ်မွာ မဟုတ္လား။

‘-잖아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စကားေျပာကို ဖတ္ျပီး သင့္ေတာ္ရာ စကားလံုးကို 
ေရြးပါ။ 

ထပ္ျပီး ေလ့လာရေအာင္။ ‘-잖아요’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1.		가:	이	식당에	자주	오네요.	 2.	가:	투안	씨는	한국어를	참	잘하지요?

	 나:	음식이																																						.			 	 나:	네,	열심히																																						.

3.		가:	왜	채소만	먹어요?		 4.	가:	상우	씨가	인기가	많네요.

	 나:	건강에																																						.		 	 나:	친절하고																																								.	

정답 		1)	①		2)	①

정답 		1.	맛있잖아요		2.	공부하잖아요		3.	좋잖아요		4.	멋있잖아요

35 ကိုရီးယားကားေတြက စိတ္ဝင္စားစရာေကာင္းတယ္ မဟုတ္လား။	 73

문법 1  သဒၵါ ၁ -잖아요 G35-1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입에 잘 맞아요. အေတာ္ ခံတြင္းေတြ႔ပါတယ္။

가:	한국	음식이	매워서	먹기	힘들지요?	ကုိရီးယား အစားအစာေတြက စပ္လုိ႔ စားရ ခက္တယ္ မဟုတ္လား။
나:	아뇨,	입에 잘 맞아요.	မဟုတ္တာဗ်ာ။ အေတာ္ ခံတြင္းေတြ႔ပါတယ္။



72  35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ရီဟန္နဲ႔ ထူအန္းတို႔ ကိုရီးယား ဖုန္းေတြ 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တယ္။ သူတို႔ ဘာေတြ 
ေျပာေနၾကပါသလဲ။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ရေအာင္။ 

리한	 	투안 씨, 스마트폰 새로 샀어요?
  ထူအန္းေရ၊ ဖုန္း အသစ္ ဝယ္လုိက္တာလား။ 

투안	 	네, 삼성전자에서 나온 신제품이에요.
  ဟုတ္ကဲ့၊ ဆမ္ေဆာင္းက ထြက္တဲ့ ပစၥည္း အသစ္ပါ။

리한	 	저도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어때요?
  ကြ်န္ေတာ္လည္း ဖုန္း လဲရမွာ အဲ့ဒါ ဘယ္လုိေနလဲဗ်။

투안	 	화면도 크고 편리한 기능도 많은 것  

같아요.
  စခရင္လည္း ၾကီးျပီး အလြယ္တကူ သုံးလုိ႔ရတဲ့ 

ဖန္ရွင္ေတြလည္း  မ်ားသလုိပဲ။

리한	 	한번 봐도 돼요?
  ခဏေလာက္ ၾကည့္လုိ႔ ရမလား။

투안	 	네, 요즘 한국 휴대폰이 우리 나라에도 

많이 수입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써요. 
   ဟုတ္ကဲ့၊ အခုတစ္ေလာ ကုိရီးယား ဖုန္းေတြ 

ကြ်န္ေတာ္တုိ႔ ႏိုင္ငံကုိလည္း အမ်ားၾကီး 
သြင္းလာၾကသလုိပဲ။ ကြ်န္ေတာ့္ သူငယ္ခ်င္းေတြလည္း  
အမ်ားၾကီး သုံးၾကတယ္။

리한	 	휴대폰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잖아요.
  လက္ကိုင္ဖုန္းကေတာ့ ကုိရီးယားရဲ႕ ကုိယ္စားျပဳ  

ျပည္ပ တင္ပို႔ကုန္ ပစၥည္းပဲ မဟုတ္လား။

새로	အသစ္
①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또는	새것으로
    အခုထိ ရိွလာတဲ့ အရာေတြနဲ႔ မတူပဲ အသစ္ျဖစ္ေသာ
②	지금까지	없던	것이	처음으로	 		အခုအခိ်န္အထိ တစ္ခါမွ 

မရိွဘူးတဲ့အရာ ပထမဦးဆုံး
·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		
컴퓨터를	샀어요.
ကြန္ပ်ဴတာ ပ်က္သြားလုိ႔ ကြန္ပ်ဴတာ 
အသစ္ ဝယ္လုိက္တယ္။ 

·이	집은	새로	지어서	깨끗해요.	 ဒီ အိမ္က အသစ္ ေဆာက္ထားတာမို႔ သန္႔တယ္။ 

대표적인 ကုိယ္စားျပဳ
နယ္ပယ္တစ္ခု သုိ႔မဟုတ္ အဖြဲ႔အစည္း 

တစ္ခု၏ စရိုက္လကၡဏာကုိ 
ကိုယ္စားျပဳ ေဖာ္ျပေသာ အရာ 

·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제주도예요.

  ကုိရီးယားရဲ႕ ကုိယ္စားျပဳ 

လည္ပတ္စရာ ေနရာကေတာ့ 

ဂ်ယ္ဂ်ဴကြ် န္းပါ။ 

·	비빔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ထမင္းသုပ္ကေတာ့ ကုိရီးယားရဲ႕ 

ကုိယ္စားျပဳ အစားအစာပါ။ 

1. 투안 씨가 새로 산 물건은 어때요? ထူအန္း အသစ္ ဝယ္လိုက္တဲ့ ပစၥည္းက ဘယ္လိုေနလဲ။ 

2.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ကုိရီးယားရဲ႕ ကိုယ္စားျပဳ ျပည္ပတင္ပို႔ကုန္ ပစၥည္းက ဘာလဲ။

ဒီ တစ္ခါေတာ့ ကိုယ့္ကိုယ္ကို ထူအန္းနဲ႔ ရီဟန္လို႔ သေဘာထားျပီး သူတို႔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ရေအာင္။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화면도	크고	기능도	많아요.			2.	휴대폰

35 ကိုရီးယားကားေတြက စိတ္ဝင္စားစရာေကာင္းတယ္ မဟုတ္လား။	 73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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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모니카 씨는 항상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요. 

 나: .

① 친구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②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2) 가: 방가 씨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나: .

① 요즘 한국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②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수출하다          선진국          수입품          개발도상국          수출품          수입하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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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စီးပြားေရး၊ စက္မႈလုပ္ငန္းနဲ႔ ပတ္သက္တဲ့ အသံုးအႏႈန္းေတြ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수출하다
ျပည္ပသုိ႔ တင္ပို႔သည္

수출품
ျပည္ပပို႔ကုန္ပစၥည္း

수입하다
ျပည္ပမွ တင္သြင္းသည္

수입품
ျပည္တြင္းသြင္းကုန္ပစၥည္း

선진국
ဖံြ႔ျဖိဳးျပီး ႏိုင္ငံ 

개발도상국
ဖံြ႔ျဖိဳးဆဲ ႏိုင္ငံ 

무역
ကုန္သြယ္မႈ

경제	발전
စီးပြားေရး 

ဖံြ႔ျဖိဳးတုိးတက္မႈ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နဲ႔ ကုိက္ညီ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ထည့္ပါ။

1)

4)

2)

5)

3)

6)

수출하다	 	 선진국	 	 수입품	 	 개발도상국	 	 수출품	 	 수입하다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수출하다		2)	수출품		3)	선진국		4)	수입하다		5)	수입품		6)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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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ဝါဟာရ ၂ 경제 및 산업 စီးပြားေရးႏွင့္ စက္မႈလုပ္င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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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모니카	씨는	항상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요.	မိုနီခါက အျမဲ နားရက္မွာ သူငယ္ခ်င္းေတြနဲ႔ ေတြ႕ပါတယ္။
나:																																																																															.	

					①	친구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②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2)

 
가:	방가	씨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ဘန္ဂါက ကုိရီးယားစကားေျပာ အရမ္း တုိးတက္လာတယ္။
나:																																																																															.	

					①	요즘	한국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②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ပီး မွန္ကန္တဲ့ အေျဖကုိ ေရြးပါ။ 

ၾကိယာမိ်ဳးစုံနဲ႔ တဲြဖက္ျပီး အျဖစ္အပ်က္ တစ္ခုကုိ ခန္႔မွန္းတ့ဲ အခါမိ်ဳး၊ ကုိယ့္ အထင္အျမင္ကုိ ညင္သာစြာ

ေဖာ္ျပခ်င္တ့ဲ အခါမွာ သုံးပါတယ္။

동사	(ၾကိယာ)		 형용사	(နာမ၀ိေသသန) 명사	(နာမ္) 

-는 것 같다 자음	(ဗ်ည္း) →	-은 것 같다 모음	(သရ) →	-ㄴ 것 같다 인 것 같다

가다	→	가는 것 같다

먹다	→	먹는 것 같다

있다	→	있는 것 같다

크다	→	큰 것 같다

			작다	→	작은 것 같다

학생	→	학생인 것 같다

의사	→	의사인 것 같다

·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있어요.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လူေတြ ထီးေဆာင္းေနၾကတယ္။ အျပင္မွာ မိုးရြာေနတယ္ ထင္တယ္။

·	가:	모니카	씨,	화장품을	사야	하는데	어떤	게	좋아요?		

	 						မိုနီခါေရ၊ မိတ္ကပ္ ဝယ္စရာရိွတာ ဘယ္လုိ ဟာ ေကာင္းမလဲ။

	 	나:			이거	한번	써	보세요.	싸고 좋은 것 같아요.		

ဒါေလး တစ္ခါေလာက္ သုံးၾကည့္ပါလား။ ေစ်းေတာ္ျပီး ေကာင္းတယ္ ထင္တယ္။

‘-는/(으)ㄴ	것	같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စကားေျပာကို ဖတ္ျပီး သင့္ေတာ္ရာ 
စကားလံုးကို ေရြးပါ။ 

정답 		1)	①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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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2  သဒၵါ ၂ -는/(으)ㄴ 것 같다 G35-2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ယားလုို႔ေတာင္ မကုတ္အားပါဘူး။ (အရမ္း အလုပ္မ်ားေနတယ္။)

가:	요즘도	일이	많아요?	အခုတစ္ေလာ အလုပ္ေတြ မ်ားလား။
나:	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ဟုတ္ကဲ့။	ယားလုိ႔ မကုတ္အားပါ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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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ရစီးေၾကာင္းနဲ႔ ထုတ္ကုန္တုိ႔ ၾကားက ဆက္စပ္မႈ အေၾကာင္း သတင္းေဆာင္းပါး ျဖစ္ပါတယ္။ ေသခ်ာ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ပါ။

한류 열풍과 수출의 관계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ဖတ္ထားတဲ့ အေၾကာင္းအရာနဲ႔ တူရင္ O, မတူရင္ X ကုိ ေရြးပါ။

1) 중국과 아시아에서는 최근 화장품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 ×

2)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화장품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  ◯ ×

3)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류 스타들이 화장품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화장품 수출과 한류 열풍

6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한류 열풍과 수출의 관계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is a news article on the relation of ‘Korean Wave’ fever to export.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NEWS TIMES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을수록 화장품, 의류, 음료,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상품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한류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많아질수록 화장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드라마에 

나온 한류 스타들이 화장품 모델을 하면서 

수출도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30%씩 꾸준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수출과 한류 열풍

(천달러)
32,000

27,000

22,000

17,000

12,000

7,000
2004      2007     2010      2013

화장품 수출

한류검색량

검색량은 K-pop과 드라마 검색량의 합(분기별 추이)

미국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ｘ에 표시하세요. 

1) 중국과 아시아에서는 최근 화장품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    ×

2)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화장품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  ◦    ×

3)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류 스타들이 화장품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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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 문화에 관심이 높을수록 화장품, 의류, 음

료,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상품의 수출이 늘

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한류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많아질수록 화장품의 수

출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드라

마에 나온 한류 스타들이 화장품 모델을 하면

서 수출도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30%씩 꾸준히 수

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မိတ္ကပ္ ျပည္ပတင္ပို႔မႈနဲ႔ ကုိရီးယား ေရစီးေၾကာင္း

LG စီးပြားေရး သုေတသန အဖဲြ႔ကေန ထုတ္ျပန္တဲ့ စာတမ္းအရဆုိရင္ ကုိရီးယားယဥ္ေက်းမႈကုိ စိတ္ဝင္စားမႈႏႈန္း 
ျမင့္တက္လာတာနဲ႔အမွ် မိတ္ကပ္၊ အဝတ္အထည္၊ အခ်ိဳရည္၊ လွ်ပ္စစ္ပစၥည္း၊ ကား စတဲ့ ပစၥည္းေတြရဲ႕ 
ျပည္ပတင္ပုိ႔မႈႏႈန္းမ်ားလည္း တုိးတက္လာတာ ေတြ႔ရပါတယ္။ အေမရိကန္မွာဆုိရင္ ကုိရီးယား ေရစီးေၾကာင္းန႔ဲ ပတ္သက္တဲ့ 
အင္တာနက္မွာ ရွာေဖြလာမႈေတြ မ်ားလာတာနဲ႔အမွ် မိတ္ကပ္ပစၥည္းေတြရဲ႕ ျပည္ပတင္ပို႔မႈႏႈန္းေတြ ျမင့္မားလာတာကုိ 
သိႏိုင္ပါတယ္။ ထုိ႔အျပင္ ရုပ္ရွင္မွာ ပါတဲ့ သရုပ္ေဆာင္ေတြ မိတ္ကပ္ ေၾကာ္ျငာရိုက္တာေၾကာင့္လည္း ပို႔ကုန္ႏႈ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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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X		2)	O		3)	O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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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여행
ကိုရီးယား ေရစီးေၾကာင္း ခရီး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방영

된	<겨울연가>가	큰	사랑을	받고	일본과	중국으로	수

출되면서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은	이제	아

시아의	여행지가	되었고	최근에	방영된	<별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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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류	팬들은	한류	스타들을	보면서	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화장품,	가방,	휴대폰	등에	

큰	관심을	보여	한국	백화점이나	동대문,	명동	등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여행사

들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선보이거나	K-pop	스타	공연을	볼	수	있

는	여행	상품을	내	놓는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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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류 여행 Korean Wave tour (Hallyu tour)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방영된 <겨울연가>가 큰 사랑을 받고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은 이제 아시아의 여행지가 되었고 최근에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촬영지인 거제도, 인천, 가평 등의 여행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관광지 외에 주인공이 커피를 마시던 카페나 치킨과 맥주를 먹던 치킨 

전문점 등을 여행 코스로 한 ‘별그대 테마 여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Following the Korean Wave,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has soared for the past decade.  겨울연가, Winter Sonata, 
which aired in the beginning of year the 2000, started the Korean Wave in Asia. It has spread worldwide after it was exported to 
Japan and China and is widely loved by fans overseas. Since then, 남이섬, one of its fi lming locations, has become a famous tourist 
spot because of foreign fans. More recently, along with the exceptional success of 별에서 온 그대, My Love from the Star, in China, 
filming locations such as 거제도, 인천, and 가평 now serve as popular tourist attractions. Furthermore, travel agencies off er My 
Love from the Star-themed tours, so tourists can experience the show by strolling around tourist attractions, having coff ee at the 
coff ee shop where the main characters had coff ee and eating and drinking at the chicken joint where the characters had chicken 
with beer. 

해외 한류 팬들은 한류 스타들을 보면서 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화장품, 가방, 휴대폰 

등에 큰 관심을 보여 한국 백화점이나 동대문, 명동 등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여행사들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선보이거나 K-pop 스타 공연을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내 놓는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very year, more and more foreign tourists visit Korean department stores, 동대문, and 명동 with increased interest in Korean brand 
clothes, make-up and bags worn by Korean celebrities. 
Accordingly, travel agencies have developed and off ered travel packages including K-pop concerts or themed travel based on 
K-dramas and Korean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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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ယဥ္ေက်းမႈ



စကားေျပာ တစ္ခုကို နားေထာင္ျပီး ေမးခြန္း ႏွစ္ခုကုိ ေျဖ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သူတုိ႔ ႏွစ္ေယာက္ ဘာ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ပါလဲ။

	 ①	한국어		 ②	한국	노래

	 ③	한국	영화		 ④	한국	드라마

5.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할	것입니까?

 သူတုိ႔ ႏွစ္ေယာက္ အခု ဘာလုပ္ၾကမွာလဲ။

	 ①	콘서트에	갈	것입니다.		 ②	쇼핑을	할	것입니다.

	 ③	텔레비전을	볼	것입니다.		 ④	영화를	보러	갈	것입니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1~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저는	드라마를	봐요.

	 ②	음악을	자주	들었어요.

	 ③	저는	빅뱅을	좋아해요.

	 ④	영화에서	볼	수	있어요.

2.	 ①	석유를	많이	수입해요.

	 ②	휴대폰하고	텔레비전이에요.

	 ③	저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요.

	 ④	요즘	경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3.	 ①	네,	재미있잖아요.

	 ②	네,	콘서트를	많이	봤어요.

	 ③	아니요,	그래서	매일	봐요.

	 ④	아니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Track 111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အာက္က ပုစၦာေ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
ေျ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မးခြန္းနံပါတ္ ၁ကေန ၃အထိကေတာ့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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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리한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ရီဟန္က ကုိရီးယား အႏုပညာရွင္ေတြထဲက ဘယ္သူ႔ကုိ ၾကိဳက္တာလဲ။ 

2.	남: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ကုိရီးယားရဲ႕ ကိုယ္စားျပဳ ျပည္ပပို႔ကုန္ပစၥည္းက ဘာလဲ။

3.	여:	투안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ထူအန္းက ကုိရီးယားရဲ႕ ေဖ်ာ္ေျဖေရး အစီအစဥ္ေတြ တစ္ကယ္ ၾကိဳက္တာပဲ။ 
4-5.	

여:	투안	씨,	이제	곧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같이	볼래요?

 ထူအန္းေရ၊ အခု တစ္ေအာင့္ေနရင္ ကြ်န္မ ၾကိဳက္တဲ့ သီခ်င္း အစီအစဥ္ စေတာ့မွာ၊ အတူတူ ၾကည့္ပါလား။

남:	네,	좋아요. ဟုတ္ကဲ့၊ ေကာင္းသားပဲ။
여:	투안	씨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ထူအန္းေရာ ကုိရီးယားသီခ်င္းေတြ ၾကိဳက္လား။ 
남:	그럼요.	한국	노래를	자주	들어요. ဒါေပ့ါ။ ကုိရီးယား သီခ်င္းေတြ မၾကာမၾကာ နားေထာင္ပါတယ္။
여:	그럼	우리	토요일에	같이	콘서트	보러	갈래요?

 ဒါဆုိ ကြ်န္မတုိ႔ စေနေန႔က်ရင္ အတူတူ စတိတ္ရိႈး သြားၾကည့္ၾကမလား။

남:	좋아요.	저도	콘서트에	가	보고	싶었어요. ေကာင္းျပီေလ။ ကြ်န္ေတာ္လည္း စတိတ္ရိႈး ေရာက္ဖူးခ်င္ေနတာ။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②		3.	①		4.	②		5.	③	

여: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	노래가	좋아서	2년	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태권도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요리를	배우

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잘	만듭니다.	

  ကြ်န္မ ဗီယက္နမ္လူမ်ိဳးပါ။ ကိုရီးယားသီခ်င္းေတြ ၾကိဳက္လို႔ လြန္ခဲ့တဲ့ ၂ႏွစ္ေလာက္က ကိုရီးယားကို လာခဲ့ပါတယ္။ 
ကိုရီးယားကို ေရာက္ျပီး ေနာက္ပိ ုင္း တိုက္ကြမ္ဒိ ု စသင္ခဲ ့ပါတယ္။ ကြ်န္မက အားကစား သိပ္မလုပ္ႏိ ုင္ေပမဲ ့ 
တိုက္ကြမ္ဒိ ုကေတာ့ အရမ္း ေပ်ာ္စရာေကာင္းပါတယ္။ အခုတစ္ေလာမွာေတာ့ ကိုရီးယားဟင္းခ်က္နည္းေတြ 
ေလ့လာေနပါတယ္။ ဂင္ခ်ီဟင္းရည္နဲ႔ အသားကင္ ေကာင္းေကာင္း ခ်က္တတ္ေနပါျ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အာက္ပါတုိ႔ကုိ နားေထာင္ျပီး ေမးခြန္းႏွင့္ ကုိက္ညီတာကို ေရြးပါ။

 여자는	요즘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မိန္းကေလးက အခုတစ္ေလာ ဘာကုိ ေလ့လာေနပါသလဲ။
 ①	태권도	 ②	테니스	 ③	한국	노래	 ④	한국	요리

정답 		1.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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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35



[1~3]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ဆုိပါ။

1.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ဘာအေၾကာင္း ေရးထားတဲ့ စာျဖစ္ပါသလဲ။

 

한국은	1950년에	한국전쟁이	끝난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경제를	

개발했고	이후	경제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တာင္ကုိရီးယားဟာဆိုရင္ ၁၉၅၀ခုႏွစ္မွာ ကုိရီးယားစစ္ပဲြ ျပီးတဲ့အခ်ိန္တုန္းက ကမၻာေပၚမွာ အဆင္းရဲဆုံး 
ႏိုင္ငံ ျဖစ္ခဲ့တာပါ။ ဒါေပမဲ့ ၁၉၆၀ခုႏွစ္ စီးပြားေရးကုိ ျမွင့္တင္လာျပီးေနာက္ပိုင္း စီးပြားေရး ျမင့္မားတုိးတက္ 
ေျပာင္းလဲလာခဲ့ပါတယ္။ 

	 ①	무역		 ②	수출품		 ③	수입품		 ④	경제	발전

2.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ဒီလူနဲ႔ ပတ္သက္တဲ့ ရွင္းျပခ်က္အျဖစ္ သင့္ေတာ္ရာကုိ ေရြးပါ။

 

저는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국	아이돌이	나오는	콘서

트를	봤는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래를	듣고	이해하고	싶어

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ကြ်န္ေတာ္ကေတာ့ ကိုရီးယားသီခ်င္းေတြကုိ ၾကိဳက္လို႔ ကုိရိးယားကုိ လာခဲ့တာပါ။ အစကေတာ့ တီဗီမွာ 
မေမွ်ာ္လင့္ဘဲ ေကေပါ့ပ္ရႈိးကုိ ၾကည့္မိရာကေန အကလည္းေတာ္၊ အဆုိလည္း ေတာ္လုိ႔ အရမ္း ေၾကြခဲ့တာပါ။ 
အဲဒါေၾကာင့္ ကုိရီးယားသီခ်င္းကုိ နားေထာင္ရင္ နားလည္ခ်င္လုိ႔ ကိုရီးစာကုိ စျပီး ေလ့လာျဖစ္ခဲ့တာပါ။ 

	 ①	지금	고향에	있습니다.		 ②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다.

	 ③	한국어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한국	노래를	자주	안	듣습니다.

3. 한국의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ကုိရီးယားရဲ႕ ပုိ႔ကုန္အေၾကာင္း ရွင္းျပခ်က္နဲ႔ ကုိက္ညီရာကုိ ေရြးပါ။

 

한국의	경제는	수출	중심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단순한	조립	제품을	수출했지만	1990년대	이후	

자동차와	기계	등을	수출했고	2000년대부터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의	수출이	늘었습

니다.

ကုိရီးယားရဲ႕ စီးပြားေရးက ျပည္ပပို႔ကုန္ေပၚမွာ မူတည္ေနပါတယ္။ ၁၉၈၀ခုႏွစ္ မတုိင္မီကေတာ့ ရိုးရိုး ပစၥည္းေတြပဲ 
တင္ပို႔ခဲ့ေပမဲ့ ၁၉၉၀ခုႏွစ္ ေနာက္ပိုင္းမွာေတာ့ ကားနဲ႔ စက္ပစၥည္းေတြကုိ တင္ပို႔ခဲ့ျပီး ၂၀၀၀ခုႏွစ္က စလို႔ ဖုန္း၊ 
ကြန္ပ်ဴတာလုိ လွ်ပ္စစ္ပစၥည္းေတြရဲ႕ တင္ပို႔မႈႏႈန္းေတြ ျမင့္တက္လာပါတယ္။ 

	 ①	한국은	수입을	많이	합니다.

	 ②	1980년대에는	수출을	전혀	안	했습니다.

	 ③	1990년대에	조립	제품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④	2000년대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휴대전화입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နံပါတ္ ၁ကေတာ့ စာပုိဒ္ကုိ ဖတ္ျပီး မွန္တ့ဲ ေခါင္းစဥ္ကုိ ေရြးေပးရမွာ ျဖစ္ျပီး ၂နဲ႔ ၃ ကေတာ့ 
စာပုိဒ္ကုိ ဖတ္ျပီး တူတ့ဲ အေၾကာင္းအရာကုိ ေရြးေပးရမွာပါ။ ေသခ်ာ ဖတ္ျပီး အေျဖမွန္ကုိ ေရြးပါ။

ေအာက္ပါ ေမးခြန္းေတြအတြက္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တြကို ေျဖေပးရမွာပါ။ အရင္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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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한국의	대중문화를	한류라고	합니다.	최근

에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pop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배우들과	

가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한류로	인해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어에	대한	관

심도	같이	높아져서	관광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၁၉၉၀ခုႏွစ္ကေန စျပီး တရုတ္ျပည္နဲ႔ အေရွ႕ေတာင္အာရွမွာ ေရပန္းစားလာတဲ့ ကုိရီးယဥ္ေက်းမႈကုိ ဟာလ်ဴ (ကိုရီးယား 
ေရစီးေၾကာင္း)လုိ႔ ေခၚပါတယ္။ ခုေနာက္ပိုင္းေတာ့ ေကေပါ့ပ္အဖဲြ႔ေတြကေနတစ္ဆင့္ ေကေပါ့ပ္သီခ်င္းေတြဟာ 
အာရွအျပင္ ဥေရာပနဲ႔ အေမရိကန္ ႏိုင္ငံေတြအထိ ေက်ာ္ၾကားလ်က္ရိွျပီး သရုပ္ေဆာင္ေတြ၊အဆုိေတာ္ေတြ 
ျပည္ပႏိုင္ငံေတြကုိ သြားေရာက္ အလုပ္လုပ္ကုိင္ေနၾကတာမ်ိဳးလည္း မ်ားလာပါတယ္။ ကုိရီးယား ေရစီေၾကာင္း 
ဂယက္ကေနတစ္ဆင့္ ကုိရီးယား အစားအစာေတြ၊ ကုိရီးယားႏိုင္ငံနဲ႔ ပတ္သက္တာေတြကိုလည္း စိတ္ဝင္စားမႈ 
မ်ားလာတဲ့အတြက္ ခရီးသြား ဝင္ေငြေတြ အဆေပါင္းမ်ားစြာ တုိးပြားလ်က္ရိွပါတယ္။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ဆုိပါ။

4.	 		한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ကုိရီးယား ေရစီးေၾကာင္း ဂယက္နဲ႔ ပတ္သက္ျပီး ရွင္းျပထားတာနဲ႔ တူတာကုိ ေရြးပါ။

	 ①	최근에	시작되었다.		 ②	동남아의	대중문화이다.

	 ③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다.		 ④	외국에서	활동하는	배우는	전혀	없다.

5.	 		한류의	영향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ကုိရီးယား ေရစီးေၾကာင္း ဂယက္ေၾကာင့္ ဘယ္လုိ အရာေတြမွာ ထင္ဟပ္မႈေတြ ရိွလာပါလဲ။

	 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없다.		 ②	음악보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③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④	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③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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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②		3.	①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ဖို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야	합니다.	같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안	됩니다.

ရိုးရိုးအမိႈက္နဲ႔ စားၾကြင္းစားက်န္အမိႈက္ေတြကုိ သပ္သပ္စီ ပစ္ရပါတယ္။ တစ္အိတ္ထဲ ထည့္ျပီး ပစ္လုိ႔ မရပါဘူး။  
	 		

				 ①	몰래	 ②	이미	 ③	함께	 ④	따로

2.

	
요즘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회사를	옮기고	싶습니다.	

အခုတစ္ေလာ ကြန္ပ်ဴတာ  သင္ေနပါတယ္။ သင္တန္းဆင္းလက္မွတ္  ရရင္ ရံုးေျပာင္းခ်င္ပါတယ္။ 
	

			 ①	사면	 ②	따면	 ③	들으면	 ④	신청하면

3.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ကားျပင္တဲ့ စက္ရံုမွာ အလုပ္လုပ္ခ်င္လုိ႔ စက္ျပင္လက္မွတ္ ရေအာင္ ယူမယ္ စိတ္ကူးေနပါတယ္။
	

			 ①	정비사	 ②	요리사	 ③	미용사	 ④	상담사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ရီဟန္နွင့္ထူအန္းတို႕ အလုပ္ဝတ္စံု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ၿပီး လိုက္ဆို ၾကည့္ပါ။

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သပ္ရပ္ေသာ အသြင္အျပင္က ၾကည့္ေကာင္းတယ္။

투안	 	리한 씨, 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ရီဟန္၊  အလုပ္ဝတ္စံုအသစ္နဲ႕ အရမ္းလုိက္တယ္ေနာ္။

리한	 	그래요? 저는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 
좀 불편한데, 투안 씨는 괜찮아요?

  ဟုတ္လား၊ ကြ်န္ေတာ္ကေတာ့ ဇစ္ကုိ လည္ပင္းအထိ 
တင္ရတာမို႔ နည္းနည္းမြန္းၾကပ္တယ္။ ထူအန္းေကာ 
အဆင္ေျပလား။၊

투안	 	좀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해야 작업할 때 
안전하니까요.

  နည္းနည္း၊ ဟုတ္ေတာ့ဟုတ္ေပမဲ့ ဒီလုိမ်ိဳး 
ဝတ္မွအလုပ္လုပ္တဲ့အခါ  အႏၱရယ္ကင္းတာေၾကာင့္ေလ။

반장	 	투안 씨 말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처음이라 좀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ထူအန္း ေျပာတာမွန္တယ္။ ေနာက္ၿပီး အခု 
ႏွစ္ယာက္စလုံးရဲ႕ သပ္ရပ္ေသာပုံစံက ၾကည့္ေကာင္းတယ္။ 
အစပုိင္းမုိ႕လုိ႕ နည္းနည္းမြန္းၾကပ္ေပမ့ဲ က်င့္သားရလာရင္ 
အဆင္ေျပသြားမွာပါ။

그렇기는 한데 

ဟုတ္ေတာ့ဟုတ္ေပမဲ့ 
တစ္ျခားသူရဲ႕ စကားကုိ ေထာက္ခံရင္း 
ကုိယ့္ရဲ႕ အျမင္ကုိလည္း တင္ျပခ်င္တဲ့ 

အခါမွာ သုံးေသာ အသုံးျဖစ္တယ္။

·	가:			운동화가	정말	예뻐요.

  ေဝါ့ကင္းရွဴးက တကယ္ 
လွတာပဲ။

	 	나:	그렇긴	한데,	너무	비싸서

	 	 못	사요.	

  ဟုတ္ေတာ့ ဟုတ္ေပမ့ဲ အရမ္း 
ေစ်းၾကီးလုိ႕ မဝယ္နုိင္ဘူး။

-아/어지다 
လာတယ္။ ေျပာင္းလဲလာျခင္းကုိ ေျပာတဲ့အခါသုံးတယ္။ 
နာမဝိေသသနာနဲ႕တဲြတယ္။
·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သူငယ္ခ်င္းေတြနဲ႕ေတြ႔ၿပီးစိတ္ေပ်ာ္လာတယ္။ 
·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ရာသီဥတုကနည္းနည္းေအးလာလုိ႔ ဖ်ားတာနာတာသတိထားပါ။ 

정답 		1.	두	사람은	새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2.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요.

1. 투안 씨와 리한 씨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ထူအန္းနဲ႕ ရီဟန္က ဘာဝတ္စံုဝတ္ေနလဲ။

2. 리한 씨는 왜 새 작업복을 불편해 해요? ရီဟန္ကဘာေၾကာင့္ ဝတ္စံုအသစ္ကုိ မႏွစ္သက္တာ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82  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36 သပ္ရပ္ေသာ အသြင္အျပင္က ၾကည့္ေကာင္းတယ္။	 83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ဝတ္စံု ရွင္းျပျခင္း၊ အၾကံဥာဏ္ေပးျခင္း
□သဒၵါ  -아/어 보이다, -게

□ေ၀ါဟာရႏွင့္ အသံုးမ်ား  အဝတ္အစား၊ ကုိယ္ဟန္အမူအရာ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ခြင္ဝတ္စုံ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12



ကုမၸဏီမွာ ဘယ္လိုအဝတ္အစားဝတ္ရလဲ။ အဝတ္အစားနဲ႕ ပတ္သက္တဲ့ ေဝါဟာရေတြ 
ရွာၾကည့္ရေအာင္။ 

작업복
အလုပ္ခြင္ဝတ္စံု

유니폼
ယူနီေဖာင္း

단정하다
သပ္ရပ္သည္။

깔끔하다	
ေသသပ္သည္။

단추를	
잠그다

ၾကယ္သီးတပ္
သည္။

단추를	
풀다

ၾကယ္သီး
ျဖဳတ္သည္။

지퍼를	
올리다

ဇစ္ဆဲြသည္။

지퍼를	
내리다

ဇစ္ဖြင့္သည္။

넥타이를	
매다

နက္ခ္တုိင္စည္း
သည္။

넥타이를	
풀다

နက္ခ္တုိင္ၿဖဳတ ္
သည္။

•	작업장에서는	작업복을	입어야	해요.   
အလုပ္ခြင္မွာေတာ့  အလုပ္ဝတ္စံုုကုိ ဝတ္ရမယ္။

•	유니폼을	입으니까	단정해	보여요.  
 ယူနီေဖာင္း ဝတ္လုိက္ေတာ့ သပ္သပ္ရပ္ရပ္ ျဖစ္သြားတယ္။ 

•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해야	해요. 
အလုပ္ထဲမွာေတာ့ သပ္ရပ္ၿပီးေသသပ္ေသာအဝတ္အစားကုိဝတ္ရ
တယ္။

6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⑤     ㉤

넥타이를 풀다

지퍼를 내리다

넥타이를 매다

단추를 풀다

단추를 잠그다

2. ‘-아/어 보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아/어 보이다.’

1) 가: 리한 씨, 단추를 좀 푸는 게 어때요? . [답답하다]

 나: 그래요? 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2) 가: 넥타이를 매니까 아주 . [단정하다]

 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3) 가: 지훈 씨가 오늘 . [피곤하다]

 나: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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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리한 씨, 단추를 좀 푸는 게 어때요? . [답답하다]

 나: 그래요? 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2) 가: 넥타이를 매니까 아주 . [단정하다]

 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3) 가: 지훈 씨가 오늘 . [피곤하다]

 나: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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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타이를	풀다 ㉡ 지퍼를	내리다 ㉢ 넥타이를	매다 ㉣ 단추를	풀다 ㉤ 단추를	잠그다

① ⑤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ၿပီး ကုိက္ညီတဲ့ ေဝါဟာရႏွင့္ ဆက္ေပးပါ။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အာက္ပါစာေၾကာင္းမ်ားကိုၿဖည့္စြက္ပါ။

정답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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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복장 အဝတ္အ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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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어 보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아/어	보이다’ ကို သံုးၿပီး စကားေျပာကို ျဖည့္စြက္ပါ။

1)		가:	리한	씨,	단추를	좀	푸는	게	어때요?																												.	[답답하다]	

	 	 ရီဟန္၊ ၾကယ္သီး နည္းနည္း ျဖဳတ္လိုက္ပါလား။ မြန္းၾကပ္ေနသလုိပဲ။

	 나:	그래요?	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ဟုတ္လား၊ ကြ်န္ေတာ္ေတာ့ သိပ္ၿပီး မမြန္းၾကပ္ပါဘူး။  အဆင္ေျပပါတယ္။

2)		가:	넥타이를	매니까	아주																																															.	[단정하다]	

	 	 နက္ခ္တိုင္ စည္းလိုက္ေတာ့ အရမ္း သန္႔ျပန္႔သြားတယ္။
	 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ဟုတ္လား၊ ေက်းဇူးတင္ပါတယ္။

3)		가:	지훈	씨가	오늘																																																								.	[피곤하다]	

	 	 ဂ်ီဟြန္း ဒီေန႔ ပင္ပန္းေနသလုိပဲ။
	 나: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မေန႔က ေနာက္က်တဲ့အထိ အလုပ္လုပ္ခဲ့လုိ႔ အဲလိုျဖစ္တာထင္တယ္။ 

ျဖစ္ျခင္းျပ/ဂုဏ္ရည္ျပႀကိယာတုိ႔နဲ႔ တြဲဆက္ၿပီး 'အဲလုိပံုေပၚတယ္' လို႔ ေျပာခ်င္တဲ့အခါ သံုးပါတယ္။

ㅏ,	ㅗ	→ -아 보이다 ㅓ,	ㅜ,	l	စသည္ျဖင့ ္→ -어 보이다 하다	→ 해 보이다

작다	→	작아 보이다 맛있다	→	맛있어 보이다 불편하다	→	불편해 보이다

·	가:	이반	씨,	아주	바빠	보여요. ထူအန္း၊ အရမ္းအလုပ္မ်ားတဲ့ ပံုပဲ။
	 	나:	네,	오늘	일	좀	많아요.	ဟုတ္္ကဲ့၊ ဒီေန႔ အလုပ္နည္းနည္းမ်ားတယ္။ 
·	가:	이	빵	좀	드셔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ဒီေပါင္မုန္႔နည္းနည္း စားၾကည့္ပါ။
	 	나:	정말	맛있어 보여요. တကယ္အရသာရိွမယ့္ ပံုပဲ။ 
·	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နည္းနည္းမြန္းၾကပ္တဲ့ ပံုေပါက္ေနတယ္၊ အဆင္ေျပရဲ႕လား။
	 	나:	넥타이를	풀어야겠어요.	နက္ခ္တုိင္ျဖဳတ္မွပဲ။

※			ေနာက္ျပီး အခ်ဳိ႕ေသာ ဂုဏ္ရည္ျပၾကိယာေတြနဲ႔ ‘-게	보이다’ နဲ႔ တြဲသံုးရင္လည္း အတူတူပဲျဖစ္ပါတယ္။ 
·	그	옷을	입으니까	날씬해 보여요.	ဒီအက်ႌဝတ္လုိက္တာ ပိန္တယ္ထင္ရတယ္။
	 	(=	그	옷을	입으니까	날씬하게 보여요.) (= ဒီအက်ႌဝတ္လိုက္တာ ပိန္တယ္ထင္ရတယ္။)

‘-아/어	보이다’ အသံုးကိုနားလည္သြားၿပီးလား။ အေပၚက အသံုးအႏုွန္းေတြကို သံုးၿပီး 
ကြက္လပ္ၿဖည့္ပါ။

정답 		1)	답답해	보여요		2)	단정해	보여요		3)	피곤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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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아/어 보이다 G36-1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한잔할까요? တစ္ခြက္ေလာက္ေသာက္မလား။ 

가:	오늘	저녁에	한잔할까요?	ဒီေန႕ညေနက် တစ္ခြက္ေလာက္ေသာက္မလား။
나: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ကာင္းၿပီေလ၊ ဘယ္မွာေတြ႕မ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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စက္ရုံမွဴးက ရီဟန္ရဲ႕ အျပဳအမႈနဲ႕ ပတ္သက္ၿပီး ေခၚၿပီး သတိေပးတယ္။ စက္ရုံံမွဴးက ရီဟန္ကုိ 
ဘာေတြေျပာလဲ။ အရင္ဆုံး သူတုိ႕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공장장	 리한 씨, 잠깐 나 좀 봐요.
 ရီဟန္၊  ငါနဲ႕ ခဏေလာက္ စကားေျပာရေအာင္။

리 한	 네? 무슨 일이신데요?
 ဟုတ္ကဲ့၊ ဘာကိစၥမ်ားလဲ မသိဘူး။

공장장	 	리한 씨,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 건 알

겠어요. 그래도 기계를 발로 툭툭 차고, 

작업장에서 크게 떠드는 건 정말 예의

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ရီဟန္၊ အခုတေလာ အလုပ္မ်ားၿပီး ပင္ပန္းတာ 

သိတယ္။ ဒါေပမဲ့လည္း စက္ေတြကို ေျခေထာက္နဲ႕ 
တဒုန္းဒုန္းကန္တယ္။ အလုပ္ခြင္ထဲမွာ 
အသံက်ယ္က်ယ္နဲ႕ စကားေျပာတာေတြဟာ 
တကယ္ယဥ္ေက်းမွု မရိွတဲ့အျပဳအမူဆုိတာ 
သိတယ္မဟုတ္လား။။

리 한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တာင္းပန္ပါတယ္။ ကြ်န္ေတာ္ေတာင္ မသိလိုက္ဘဲ 

စိတ္ကတုိလာၿပီး အဲဒီလုိျဖစ္သြားတယ္။

공장장	 	요즘 다들 그럴 거예요. 서로 조금씩만 

배려합시다.
  အခုတေလာ အကုန္လုံး အဲဒီလိုပါပဲ။ အျပန္အလွန္ 

နည္းနည္းစီ နားလည္မႈေလးေတြ ထားရေအာင္။ 

-잖아요 မဟုတ္လား။
ေျပာသူေကာနားေထာင္သူေကာ သိေနတဲ့ အေနအထားကုိေျပာတဲ့အခါ သုံးတယ္။ 
·	가:	리한	씨는	언제	고향에서
	 	 돌아와요?
   ရီဟန္က ဘယ္ေတာ့ 

ေမြးရပ္ေျမကေန ျပန္လာမွာလဲ။ 
	 나:	내일	오잖아요.
    မနက္ျဖန္ ျပန္လာမွာ 

မဟုတ္လား။
·	가:	왜	이렇게	길이	복잡해요?   ဘာေၾကာင့္ ဒီလိုမ်ိဳး လမ္းေတြ ပိတ္တာလဲ။ 
	 나:	지금	퇴근	시간이잖아요.   အခု အလုပ္ဆင္းခ်ိန္ 

မဟုတ္ပါလား။

그래도 ဒါေပမဲ့လည္း
·	이	책은	너무	비싸요.		

그래도	한국어	공부를		

하려면	꼭	필요한	책이에요.

  ဒီ စာအုပ္ ေစ်းအရမ္းၾကီးတယ္။ 
ဒါေပမဲ့လည္း ကုိရီးယားစာ 
ေလ့လာခ်င္ရင္ေတာ့ မျဖစ္မေန 

လုိအပ္တဲ့ စာအုပ္ျဖစ္ပါတယ္။ 

·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까지	일을	끝내야	해요.

   ပင္ပန္းၿပီး အားကုန္ေနၿပီ။ 
ဒါေပမဲ့လည္း ဒီေန႕ အတြင္း 
အလုပ္ေတြကုိ အၿပီးသတ္ 
ရမယ္။ 

1. 리한 씨는 무슨 행동을 했어요?  ရီဟန္က ဘယ္လိုအျပဳအမူကုိလုပ္ခဲ့လဲ။

2. 리한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ရီဟန္က ဘာေၾကာင့္ ဒီလုိ အျပဳအမူကုိ လုပ္ခဲ့တာလဲ။

အခု စက္ရံုမွဴးနဲ႕ ရီဟန္ရဲ႕ ေနရာမွာဝင္ၿပီး စကားေျပာေတြကုိ လုိက္ေျပာမယ္။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기계를	발로	툭툭	차고,	작업장에서	크게	떠들었어요.		2.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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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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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အမ်ားအျပား ရိွေသာေနရာ၊ အလုပ္ခြင္ေနရာတြင္ ဘယ္လိုျပဳမူသင့္သလဲ။ 
ကိုယ္ဟန္အျပဳအမူနဲ႕ပတ္သက္ၿပီး ေဝါဟာရေတြရွာၾကည့္ရေအာင္။

존중하다
အေလးအနက္ထားသည္။

배려하다
စာနာနားလည္သည္။

칭찬하다
ခ်ီးက်ဴးသည္။

함부로	하다
လက္လြတ္စပါယ္လုပ္သည္။

피해를	주다
နစ္နာေအာင္ လုပ္သည္။

불쾌하다
စိတ္အေေႏွာင့္အယွက္ၿဖစ္သည္။

무시하다
လ်စ္လ်ဴရုွုသည္။

예의가	있다
ယဥ္ေက်းသည္။

예의가	없다
ယဥ္ေက်းမုုွမရိွ၊ ရိုင္းပ်သည္။

반말을	하다
သူငယ္ခ်င္းေျပာ ေျပာသည္။

존댓말을	하다
ေလးစားစြာေျပာသည္။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သင့္ေတာ္ေသာ အသံုးကုိ (ဥပမာ)ထဲက ေရြးၿပီး စာေၾကာင္းကုိ ျဖည့္စြက္ပါ။

[직장에서	지켜야	할	것]

1)	직장에서	일이	많을	때는	서로																																					주세요.

2)	신입	사원에게도	반말	말고																																					주세요.

3)	동료의	의견을																																					주세요.

4)	일을	할	때는	옆	사람에게																																					마세요.

5)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안	돼요.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존중하다	 	피해를	주다	 	 함부로	하다	 	 존댓말을	하다	 	 배려하다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စာေၾကာင္းမ်ားကို ျဖည့္စြက္ပါ။

정답 		1)	배려해		2)	존댓말을	해		3)	존중해		4)	피해를	주지		5)	함부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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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휘 2  စကားေျပာ ၂ 태도 ကိုယ္ဟန္အမူအ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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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1)

 

가:	 나이가	같은	사람한테	반말을	하면	안	돼요?	
	 သက္တူရြယ္တူမ်ားႏွင့္ သူငယ္ခ်င္းေျပာ ေျပာတ့ဲ အသုံးကုိ သုံးလုိ႕ရလား။
나:	 아직	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어요.

   မရင္းႏွီးေသးရင္ တစ္ဖက္သူကုိ စိတ္အေႏွာင့္အယွက္ျဖစ္ေအာင္ လုပ္သလုိျဖစ္တတ္တယ္။ 

					①	불편하고		 ②	불편하게

2)

 
가:	 직장에서																	생활하려면	서로	배려하는	게	좋아요.

 အလုပ္ထဲမွာ စိတ္ေပ်ာ္ရႊင္စြာ က်င္လည္ခ်င္ရင္ အခ်င္းခ်င္း စာနာနားလည္ေပးတာ ေကာင္းတယ္။ 
나:	 맞아요.	피해를	주면	안	돼요.	မွန္တယ္၊ အေႏွာင့္အယွက္ေပးမိသလုိျဖစ္ရင္ မေကာင္းဘူး။

					①	즐겁게	 ②	즐겁고

3)

 
가:	 이게	더																	의자니까	여기에	앉으세요.

   ဒီဟာ ပိုၿပီး သက္ေတာင့္သက္သာရိွေသာ ကုလားထုိင္မို႕လုိ႕ ဒီမွာ ထိုင္ပါ။
나:	 네,	고마워요. ဟုတ္က့ဲ၊ ေက်းဇူးတင္ပါတယ္။

					①	편한		 ②	편하게

정답 			1)	②		2)	①		3)	①

‘-게’ အသံုးကို နားလည္သြားၿပီဆိုရင္ ေအာက္ပါ စကားေျပာမ်ားအတြက္ သင့္ေတာ္ေသာ အသံုးကို 
ေရြးပါ။

‘-게’ ကို ျဖစ္ျခင္းျပ/ဂုဏ္ရည္ျပႀကိယာနဲ႕ တြဲလိုက္ျခင္းျဖင့္ ၾကိယာဝိသသန ျဖစ္သြားေစပါတယ္။

·	가:	불쾌하게	해서	미안해요. စိတ္အေႏွာင့္အယွက္ျဖစ္ေအာင္  လုပ္မိတဲ့အတြက္ ေတာင္းပန္ပါတယ္။
	 	나: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ရပါတယ္။ အာရံုမထားပါနဲ႕။
·			초대해	줘서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ဖိတ္ၾကားေပးတဲ့အတြက္ ေက်းဇူးတင္ပါတယ္။ အရသာရိွရိွ သုံးေဆာင္ခဲ့့ပါတယ္။
·	직장에서는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해요.	အလုပ္ခြင္ထဲမွာေတာ့ ယဥ္ေက်းစြာ ျပဳမူေနထိုင္ရမယ္။ 
·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그렇게	크게	떠들면	안	돼요.	

ဒီေနရာက အမ်ားပိုင္ေနရာျဖစ္တဲ့အတြက္ ဒီလုိမ်ိဳး အသံက်ယ္ေလာင္စြာ  ေျပာဆုိလုိ႔ မရပါဘူး။

※	        ျဖစ္ျခင္းျပ/ဂုဏ္ရည္ျပႀကိယာမွာ ‘-게’ ေပါင္းၿပီး ၾကိယာဝိေသသနျပဳလုပ္ၿပီး ေျပာနိုင္တာမ်ိဳး ရိွသလို အဲဒီလိုမ်ိဳး    
    လုပ္စရာမလိုတဲ့ မူလကတည္းက ၾကိယာဝိေသသန ပံုစံအတိုင္း ရိွေနေသာ စကားလံုးမ်ားလည္း ရိွပါတယ္။ 

ဥပမာ)    ‘많이	(အမ်ားၾကီး)’, ‘멀리	(အေဝးၾကီး)’, ‘일찍	(ေစာေစာ)’, ‘조금	(နည္းနည္း)’, ‘빨리	(ျမန္ျမန္)’, ‘천천히	(ေျဖးေျဖး)’,  
‘높이	(ျမင့္ျမင့္၊ အျမင့္)’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ၾကိယာကုိ ‘-게’ နဲ႔ တြဲျပီး ၾကိယာဝိေသသန ျပဳတာဟာ ျမန္မာစကားမွာ ၾကိယာကုိ (စြာ)နဲ႔ ေပါင္းတာနဲ႔ တူပါတယ္။ (စြာ) 
က စကားေျပာပံုစံမွာ မသုံးဘူးဆိုတဲ့အခ်က္က ကိုရီးယားနဲ႔ ကြာပါတယ္။

·		예쁘(다)	:	예쁘게,	크(다)	:	크게,	작(다)	:	작게		

ခ်စ္စရာေကာင္းသည္(ခ်စ္စရာေကာင္းလွစြာ), ၾကီးမားသည္(ၾကီးမားစြာ), ေသးငယ္သည္(ေသးငယ္စြာ)
·		아름답(다)	:	아름답게,	깨끗하(다)	:	깨끗하게,	조용하(다)	:	조용하게	

လွပသည္(လွပစြာ), သန္႔ရွင္းသည္(သန္႔ရွင္းစြာ), တိတ္ဆိတ္သည္(တိတ္ဆိတ္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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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 အမွားအမွန္ ေမးခြန္းမ်ားကေတာ့ လုပ္ငန္းခြင္တြင္း ထားရိွရမည့္  ယဥ္ေက်းမႈနဲ႕ပတ္သက္ေသာ 
ေမးခြန္းမ်ားပဲၿဖစ္ပါတယ္။ ေသခ်ာ ဖတ္ၿပီး ေမးခြန္းမ်ား ေျဖပါ။

1.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
 အလုပ္မွာေတာ့ သပ္ရပ္ၿပီး ေသသပ္စြာ အဝတ္အစား ဝတ္ရတယ္။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의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
 အလုပ္လုပ္တဲ့အခါမွာေတာ့ အလုပ္ဝတ္စံုရဲ႕ၾကယ္သီးကို ျဖဳတ္ထားရမယ္။

3. 작업장에서는 신발끈을 묶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အလုပ္ခြင္ထဲမွာေတာ့  ဖိနပ္ၾကိဳးကုိ  စည္းၿပီးၿပီလား စစ္တာေကာင္းတယ္။

4. 예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ယဥ္ေက်းမႈ ရိွတယ္ဆုိတာက  တစ္ပါးသူကုိ စာနာနားလည္ေပးျခင္းျဖစ္တယ္။

5.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အလုပ္လုပ္တဲ့အခါ  တစ္ျခားသူကုိ လ်စ္လ်ဴရႈတာ ေကာင္းတယ္။

6.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
 အထက္လူၾကီးကုိ  ယဥ္ေက်းေသာ စကားအသုံးနဲ႕ေျပာရတယ္။

7. 친한 동료와는 반말을 해도 됩니다.  ×
   ရင္းႏွီးေသာ လုပ္ေဖာ္ကုိင္ဖက္နဲ႕ဆုိရင္ေတာ့ သူငယ္ခ်င္းေျပာ ေျပာေသာ  

စကားအသုံးကုိ  သုံးလည္း ရတယ္။

8. 아랫사람에게도 예의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
   လက္ေအာက္ငယ္သားကုိလည္း  ယဥ္ေက်းစြာ ျပဳမူဆက္ဆံရမယ္။

9. 친한 동료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다.  ×
 ရင္းႏွီးေသာ လုပ္ေဖာ္ကုိင္ဖက္ကုိ လက္လြတ္စပါယ္ ေျပာလည္း ရတယ္။

10.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တစ္ျခားသူေတြကုိ  စိတ္အေႏွာင့္အယွက္ျဖစ္ေစေသာ  အၿပဳအမူကုိ မလုပ္ရဘူး။

အေျဖမွန္ကုိ ၾကည့္ၿပီး၊ သင္တုိ႔ရဲ႕ အမွတ္ကုိ တြက္ၾကည့္ပါ။ ေမးခြန္း တစ္ခုကုိ တစ္မွတ္ပါ။

1.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မွန္ရင္ O, မွားရင္ X မွာအမွတ္အသားလုပ္ေပးပါ။

2. 정답을 보고,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문제 당 1점이에요.

직장 예절에 관한 O, X 퀴즈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나의	점수	မိမိဧ။္အမွတ္

3.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보세요. သင္တုိ႕ေကာ ဘယ္လုိလူမ်ိဳးလဲ။ စမ္းၾကည့္ပါ။

8점	이상
၈မွတ္အထ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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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직장 예절에 관한 ◦, ×퀴즈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description on workplace manners.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1.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2.   정답을 보고,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문제 당 1점이에요. 

3.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보세요. 

1.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  ×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의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  ×
3. 작업장에서는 신발끈을 묶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4. 예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
5.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6.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  ×
7. 친한 동료와는 반말을 해도 됩니다. ◦  ×
8. 아랫사람에게도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  ×
9. 친한 동료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다.  ◦  ×
10.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나의 점수

정답
1. ○     2. ｘ     3. ○     4. ○     5. ｘ     6. ○     7. ○     8. ○     9. ｘ     10. ○

8점 이상 직장에서의 예절을 잘 알고 있군요!

4~7점 직장 예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3점 이하 직장 예절에 대해 다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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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예절을	잘	알고	있군요!
လုပ္ငန္းခြင္ယဥ္ေက်းမႈ သေဘာတရားကုိေကာင္းေကာင္းသိသားပဲ။

4-7점
၄-၇မွ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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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직장 예절에 관한 ◦, ×퀴즈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description on workplace manners.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1.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2.   정답을 보고,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문제 당 1점이에요. 

3.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보세요. 

1.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  ×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의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  ×
3. 작업장에서는 신발끈을 묶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4. 예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
5.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6.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  ×
7. 친한 동료와는 반말을 해도 됩니다. ◦  ×
8. 아랫사람에게도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  ×
9. 친한 동료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다.  ◦  ×
10.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나의 점수

정답
1. ○     2. ｘ     3. ○     4. ○     5. ｘ     6. ○     7. ○     8. ○     9. ｘ     10. ○

8점 이상 직장에서의 예절을 잘 알고 있군요!

4~7점 직장 예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3점 이하 직장 예절에 대해 다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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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예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လုပ္ငန္းခြင္ ယဥ္ေက်းမႈ သေဘာတရားကုိ နည္းနည္း ပိုၿပီး 
စဥ္းစားၾကည့္ပါ။

3점	이하
၃မွတ္ေအာ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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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직장 예절에 관한 ◦, ×퀴즈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description on workplace manners.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1.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2.   정답을 보고,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문제 당 1점이에요. 

3.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보세요. 

1.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  ×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의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  ×
3. 작업장에서는 신발끈을 묶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4. 예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
5.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6.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  ×
7. 친한 동료와는 반말을 해도 됩니다. ◦  ×
8. 아랫사람에게도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  ×
9. 친한 동료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다.  ◦  ×
10.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나의 점수

정답
1. ○     2. ｘ     3. ○     4. ○     5. ｘ     6. ○     7. ○     8. ○     9. ｘ     10. ○

8점 이상 직장에서의 예절을 잘 알고 있군요!

4~7점 직장 예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3점 이하 직장 예절에 대해 다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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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예절에	대해	다시	공부하세요.
လုပ္ငန္းခြင္ ယဥ္ေက်းမႈ သေဘာတရားကုိ ျပန္ေလ့လာပါ။

정답 		1.			2.	×		3.			4.			5.	×		6.			7.			8.			9.	×		10.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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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의 복장
လုပ္ငန္းခြင္ ဝတ္စံု

농업
စိုက္ပ်ိဳးေရးလုပ္ငန္း

제조업(밀링 작업)
ကုန္ထုတ္လုပ္ငန္း(သံျဖတ္ေတာက္)

어업
ငါးေမြးျမဴေရးလုပ္ငန္း

건설업
ေဆာက္လုပ္ေရးလုပ္ငန္း

제조업(용접)
ကုန္ထုတ္လုပ္ငန္း(ဝရိန္)

유통업(제품 포장)
ျဖန္႕ခ်ီေရးလုပ္ငန္း(ပစၥည္းထုတ္ပိုး)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မယ့္ အေျဖကုိ ေရြးပါ။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얼른	지퍼를	올릴게요.		 ②	빨리	옷을	가져올게요.

	 ③	금방	작업복을	입을게요.		 ④	제가	신발을	빌려줄게요.

4.	 ①	제가	하겠습니다.		 ②	나중에	다시	올게요.

	 ③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④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Track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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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얼른 지퍼를 올릴게요.  ② 빨리 옷을 가져올게요.

③ 금방 작업복을 입을게요.  ④ 제가 신발을 빌려줄게요.

4. ① 제가 하겠습니다.  ② 나중에 다시 올게요.

③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④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작업복을 산다.        

② 작업복을 벗는다.   

③ 작업복 단추를 푼다.   

④ 작업복 단추를 잠근다. 

Track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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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မးခြန္းနဲ႕ ကုိက္ညီေသာအေျဖကုိေရြးပါ။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ယာက်္ားေလးက ဆက္လက္ၿပီး လုပ္ေဆာင္မယ့္ အျပဳအမူအေနနဲ႕ မွန္တာကုိ ေရြးပါ။

	 ①	작업복을	산다.

	 ②	작업복을	벗는다.

	 ③	작업복	단추를	푼다.

	 ④	작업복	단추를	잠근다.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နံပါတ္၁ နဲ႕ ၂ 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မွန္တဲ့ စကားလုံးကုိေ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သူတို႕ ဘာဝတ္ထားလဲ ေသခ်ာၾကည့္ပါ။

ေမးခြန္းနံပါတ္ ၃ ႏွင့္ ၄ကေတာ့ အေျဖမွန္ေရြး ပုစာၦျဖစ္ပါတယ္။နံပါတ္ ၅ကေတာ့  
ေယာက်္ားေလးက စကားအဆံုးမွာ ျပဳလုပ္မည့္ အျပဳအမူကို ေရြးရမယ့္ ေမးခြန္းျဖစ္ပါတယ္။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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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작업복을	입었네요.	အလုပ္ဝတ္စံုကုိ ဝတ္ထားတာပဲ။
	 ②	여:	작업을	시작했네요.	လုပ္ငန္း စခဲ့တယ္။ 
	 ③	여:	작업을	하고	있네요.	အလုပ္ လုပ္ေနတယ္။
	 ④	여: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အလုပ္ခြင္သုိ႔ ဝင္သြားခဲ့တယ္။
2.	①	남: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ၾကယ္သီးကုိတပ္ထားတယ္။
	 ②	남:	지퍼를	올리고	있어요. ဇစ္ဆဲြထားတယ္။
 ③	남: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ယူနီေဖာင္းကုိ ဝတ္ထားတယ္။
 ④	남: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နက္ခ္တုိင္ကုိ စည္းထားတယ္။
3.	여:	잠깐만요.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의	지퍼를	꼭	올려야	해요.

 ခဏေလး၊ အလုပ္လုပ္တဲ့ အခါမွာေတာ့ အလုပ္ဝတ္စံုရဲ႕ဇစ္ကို ေသခ်ာ ပိတ္ထားရပါမယ္။
4.	남: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ဒီလိုမ်ိဳးက်ယ္ေလာင္စြာ စကားေျပာရင္ တစ္ျခားသူေတြကို အေႏွာင့္အယွက္ျဖစ္ေစနိုင္တယ္။
5.	여:	투안	씨,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ထူအန္းက ဘာေၾကာင့္အလုပ္ဝတ္စံု ၾကယ္သီးမတပ္ထားတာလဲ။
 남: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အရမ္းအုိက္လုိ႔ ခဏ ျဖဳတ္ထားတာပါ။
	 여: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အိုက္လည္း အလုပ္ဝတ္စံုၾကယ္သီးျဖဳတ္ထားလုိ႕ မရဘူး။ အဲဒီလုိဆို အႏ ၱရာယ္မ်ားတဲ့အတြက္ ျမန္ျမန္တပ္ထားပါ။

듣기 대본  စာသား 

남:		반장님,	일하다가	작업복이	찢어졌어요. ဆရာ၊ အလုပ္လုပ္ရင္းနဲ႕ အလုပ္ဝတ္စုံ ၿပဲသြားတယ္။

여:	그래요?	내가	새	걸로	신청해	놓을게요.	

 ဟုတ္လား၊ ငါ အသစ္တစ္စံု ေလွ်ာက္ထားလုိက္မယ္။
남:	이왕이면	조금	큰	사이즈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လွ်ာက္လက္စနဲ႔ နည္းနည္း ဆိုဒ္အၾကီး ေလွ်ာက္ေပးေစခ်င္ပါတယ္။
여:	알겠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요? သိပါၿပီ၊ ဆုိဒ္က ဘယ္ေလာက္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①		2.	④		3.	①		4.	③		5.	④

정답 		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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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တာကို ေရြးပါ။

	 남자는	왜	작업복을	바꾸고	싶어	합니까?	

 ေယာက်္ားေလးက  ဘာေၾကာင့္  အလုပ္ဝတ္စံုကုိ  လဲခ်င္တာလဲ။

	 ①	작업복이	커서	 ②	사이즈가	없어서	 ③	작업복이	찢어져서	 ④	작업복이	오래돼서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36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မွာ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3.

 
직장에서는	항상																																	옷을	입어야	합니다.  
အလုပ္ခြင္ထဲမွာေတာ့ အဲၿမဲတမ္း သပ္ရပ္စြာ အဝတ္အစားကုိ ဝတ္ရပါမယ္။ 

					①	단정하게		 ②	불쾌하게		 ③	조용하게		 ④	재미있게

4.

 
작업복을	입을	때는	지퍼를	목까지																																	합니다.  
အလုပ္ဝတ္စံုကုိ ဝတ္တဲ့အခါ ဇစ္ကုိ လည္ပင္းအထိ ဆြဲတင္ရပါမယ္။

					①	묶어야		 ②	올려야		 ③	입어야		 ④	풀어야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စာပိုဒ္ကို ဖတ္ၿပီး ေမးခြန္းမ်ား ေျဖပါ။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양복이나	정작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

다.	생산직에서도	근무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점퍼의	지퍼는	꼭	올립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가장	기본적인	직장	예절입니다.  
အလုပ္ခြင္ ဝင္တဲ့အခါ သပ္ရပ္ေသာ ဝတ္စားဆင္ယင္မႈကုိ လုပ္ရမယ္။ ရံုးအလုပ္ကေတာ့ အေနာက္တုိင္းဝတ္စံုကုိ 
ဝတ္ၿပီး နက္ခ္တုိင္ စည္းရတယ္။ ကုန္ထုတ္လုပ္မႈ အပိုင္းမွာေတာ့ အလုပ္ဝတ္စံု၊ ယူနီေဖာင္းကုိ ဝတ္ၿပီး အက်ၤ ီရဲ႕ 
ဇစ္ကို ေသခ်ာ ပိတ္ရတယ္။ သပ္ရပ္ၿပီး ေသသပ္ေသာ  ဝတ္စားဆင္ယင္မႈကေတာ့  အေျခခံအက်ဆံုးေသာ 
လုပ္ငန္းခြင္ ယဥ္ေက်းမႈပဲ ျဖစ္ပါတယ္။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စာပိုဒ္ရဲ႕အေၾကာင္းအရာနဲ႕ မညီတာက ဘာလဲ။

	 ①	옷차림은	직장	예절입니다.	 ②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③	생산직	직원은	정장을	주로	입습니다.	 ④	사무직	직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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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단추를 풀고 있습니다. ② 넥타이를 풀고 있습니다.

  ③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④ 지퍼를 내리고 있습니다.

2.  ① 반말을 합니다.       ② 크게 말합니다.

  ③ 천천히 말합니다.      ④ 존댓말을 합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직장에서는 항상  옷을 입어야 합니다.

① 단정하게 ② 불쾌하게  ③ 조용하게 ④ 재미있게

4. 작업복을 입을 때는 지퍼를 목까지  합니다.

① 묶어야   ② 올려야 ③ 입어야 ④ 풀어야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양복이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생산직에서도 근무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점퍼의 지퍼는 꼭 올립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가장 기본적인 직장 예절입니다.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옷차림은 직장 예절입니다.   

②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③ 생산직 직원은 정장을 주로 입습니다. 

④ 사무직 직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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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သာ စာေၾကာင္းကုိ ေရြးပါ။

1. ①	단추를	풀고	있습니다.		 ②	넥타이를	풀고	있습니다.

③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④	지퍼를	내리고	있습니다.

2. ①	반말을	합니다.		 ②	크게	말합니다.

③	천천히	말합니다.		 ④	존댓말을	합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႕ ၂ ကေတာ့ ပံုကို အေကာင္းဆံုး ပံုေဖာ္ေပးနိုင္ေသာ အသံုးကို ေရြးေပးရမွာပါ။ 
သင္ထားေသာ အသံုးေတြကို စဥ္းစားၿပီး ၾကိဳးစားေျဖၾကည့္ပါ။

ေအာက္ပါ ေမးခြန္းေတြကေတာ့ အလုပ္ေနရာအလိုက္ ဝတ္စံုေတြနဲ႕ပတ္သက္တာေတြပါ။ 
သင္ထားတာေတြကို အသံုးခ်ၿပီး ကြက္လပ္ျဖည့္ပါ။

정답 		1.	②		2.	④			3.	①		4.	②		5.	③

92  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36 သပ္ရပ္ေသာ အသြင္အျပင္က ၾကည့္ေကာင္းတယ္။	 93



정답 		1.	②		2.	④		3.	③		

1.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နဲ႕ကုိက္ညီေအာင္ ရွင္းျပထားတဲ့ ဟာကုိ ေရြးပါ။

  ①	안전모를	쓰십시오.

  ②	안전화를	신으십시오.

  ③	안전복을	입으십시오.

  ④	안전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မွာ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2.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	못	자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쌓인	스트레스는	꼭										

													합니다.

စိိတ္ဖိစီးမႈ မ်ားတာပဲျဖစ္ျဖစ္ အိပ္လို႔မေပ်ာ္ရင္ ေခါင္းကိုက္တတ္တယ္။ ဒါေၾကာင့္ ပံုေနတဲ့ စိတ္ဖိစီးမႈကို မျဖစ္မေန 
ေျဖေဖ်ာက္ရပါမယ္။

	 		

				 ①	받고	 ②	풀고	 ③	받아야	 ④	풀어야

3.

	

어젯밤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친구와	급하게																로	

갔습니다.

မေန႔ညက ရုတ္တရက္ အရမ္းေနမေကာင္းျဖစ္ခဲ့တယ္။ ဒါေၾကာင့္ အတူေနတဲ့ သူငယ္ခ်င္းနဲ႕ အျမန္ အေရးေပၚကုိ 
သြားခဲ့တယ္။

	

			 ①	상담실	 ②	사무실	 ③	응급실	 ④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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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발음 အသံထြက္             P-15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စ္လုံးတြဲအသတ္ရဲ႕ အေနာက္မွာ ဗ်ည္းမဲ့စကားလုံး ရွိရင္ အသတ္ႏွစ္လံုးထဲက ပထမတစ္လံုးက အသတ္သံျဖစ္ျပီး 
ဒုတိယတစ္လုံးက ဗ်ည္းမဲ့ေနရာကုိ ဝင္ရပါတယ္။ 

(1)	앉아요,	닭에,	값이

(2)	짧아서,	읽어요,	넓어요

(3)	시장은	물건	값이	싸요.	/	한국어	책을	읽어요.



အေဆာင္တြင္း သတိျပဳရမည့္ အခ်က္မ်ားျဖစ္ပါတယ္။ ႏွစ္ေခါက္နားေထာင္ၿပီး လိုက္ဆိုပါ။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အဝင္အထြက္တံခါးကို ေသခ်ာ ပိတ္ၾကရေအာင္။

다음 기숙사 규칙을 잘 지켜 주세요.
ေအာက္ပါ  အေဆာင္စည္းမ်ဥ္းမ်ားကုိ  ေသခ်ာစြာ လုိက္နာပါ။

1.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အခန္းကုိ  သန္႔ရွင္းစြာ သန္႔ရွင္းေရးလုပ္ၾကစို႔။

2. 복도나 계단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လူသြားလမ္းနဲ႕  ေလွကားကို သန္႔ရွင္းစြာ အသံုးျပဳၾကစို႔။

3.  세탁실과 샤워실을 사용한 후에는 잘 정리합시다.
  အဝတ္ေလွ်ာ္ခန္းနွင့္ ေရခ်ိဳးခန္းကုိ အသုံးျပဳၿပီးေနာက္ ေသခ်ာ ျပန္ရွင္းလင္းၾကစို႕။

4. 큰 소리로 떠들지 맙시다.
 အသံက်ယ္္ၾကီးနဲ႕  စကားေျပာျခင္းမွ ေရွာင္ၾကဥ္ၾကစို႔။

5.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အေဆာင္သုိ႔  အျပင္လူေခၚလာျခင္း မျပဳၾကရေအာင္။

6. 방에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အခန္းမွာ ခ်က္ျပဳတ္ေသာ ပစၥည္းမ်ား  အသုံးမျပဳၾကရေအာင္။

7.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အျပင္ထြက္တဲ့အခါ အဝင္အထြက္တံခါးကုိ ေသခ်ာ ပိတ္ရေအာင္။

8.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즉시 관리인에게 보고합시다.
  အေဆာင္တြင္း ပစၥည္းမ်ား ပ်က္စီးခဲ့လွ်င္ ခ်က္ခ်င္း ထိန္းသိမ္းေရးမွဴးကုိ 

အေၾကာင္းၾကားၾကစို႔။

<기숙사 생활 규칙> 
<အေဆာင္စည္းမ်ဥ္းစည္းကမ္းမ်ား။>

데리고 오다 / 데려오다

 ေခၚလာသည္။
·	내일	생일	파티에	친구를		

데리고	와도	돼요?	

  မနက္ၿဖန္ ေမြးေန႔ ပါတီကုိ သူငယ္ခ်င္း 
ေခၚလာလုိ႔ ရလား။ 

·	교실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안	돼요.

  စာသင္ခန္းသုိ႔ ေခြးေလးကုိ 
ေခၚလာလို႔ မရပါ။ 

즉시	ခ်က္ခ်င္း။ 
ကိစၥတစ္ခု ျဖစ္ျဖစ္ခ်င္း အခ်ိန္
·	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저한
테	연락해	주세요.

  ေလဆိပ္သုိ႔ ေရာက္ရင္ ခ်က္ခ်င္း ငါ ့ဆီကို ဆက္သြယ္ပါ။ 

1.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와도 돼요?  အေဆာင္သို႔ အျပင္လူ ေခၚလာလုိ႔ ရလား။

2.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누구에게 보고해요?   
     အေဆာင္တြင္းရိွ ပစၥည္းမ်ား ပ်က္စီးခဲ့လွ်င္ ဘယ္သူ႔ကို အေၾကာင္းၾကားရမလဲ။

ေသခ်ာနားေထာင္ လိုက္ဆိုျပီးျပီ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아니요,	외부인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2.	관리인에게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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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ဆာင္တြင္း သတိျပဳရမည့္ အခ်က္မ်ားအသိေပးျခင္း
□သဒၵါ  -(으)ㅂ시다, -는 동안

□ေ၀ါဟာရႏွင့္ အသံုးမ်ား  အေဆာင္အဲယားကြန္း၊ဘိြဳ င္လာ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 လူေနမႈဓေလ့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15



အေဆာင္တြင္ ရိွတတ္ေသာ ပစၥည္းမ်ားကို ရွာေဖြေလ့လာၾကည့္ရေအာင္။

방
အခန္း

계단
ေလွကား

복도
လူသြားလမ္းစၾကၤ

출입문
ဝင္ထြက္တံခါး

세탁실
အဝတ္ေလွ်ာ္ခန္း

룸메이트
အခန္းေဖာ္

샤워실
ေရခ်ိဳးခန္း

관리인
ထိန္းသိမ္းေရးမွဴး

•기숙사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이	있어요.	အေဆာင္ခန္းအတြင္းမွာေတာ့ ကုတင္နွင့္စားပဲြရိွတယ္။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돼요.	 လူသြားလမ္း စႀကႍမွာ အသံက်ယ္က်ယ္နဲ႕ စကား မေျပာရပါဘူး။

•세탁실에서	옷을	빨	수	있어요.	အဝတ္ေလွ်ာ္ခန္းမွာ အဝတ္ေလွ်ာ္လို႔႔ ရလား။
•샤워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ရခ်ိဳးခန္းကုိ သန္႔ရွင္းစြာ အသုံးျပဳပါ။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နဲ႕ ကုိက္ညီေသာ အသုံးကို (ဥပမာ) ထဲက ေရြးထည့္ပါ။

정답 		1)	방		2)	세탁실		3)	계단		4)	출입문		5)	복도		6)	샤워실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ကြက္လပ္မ်ားျဖ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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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문장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If the statement is true, check the box marked O; and if the statement is false, check the box marked X.

1) 복도에 물건을 두지 맙시다.  ◦    ×

2) 오늘 계단을 청소하려고 합시다. ◦    ×

3) 제가 먼저 샤워실을 사용합시다. ◦    ×

4) 기숙사에 친구를 데리고 오지 맙시다.  ◦    ×

5) 시설물이 파손되면 관리인에게 이야기합시다. ◦    ×

보기 방               복도               계단               출입문               세탁실               샤워실

1)

5)

3)

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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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보기

방

복도

계단

출입문

세탁실

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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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기숙사 အေဆာ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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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한턱내세요. တစ္ဝိုင္းေကြ်းရမယ္ေနာ္။ 

가:	반장님,	승진	축하해요.	한턱내세요.	ဆရာေရ။ ရာထူးတုိးတာ ဂုဏ္ယူပါတယ္။ တစ္ဝိုင္းေကြ်းရမယ္ေနာ္။
나:	고마워요.	그럴게요.	ေက်းဇူးပဲဗ်ာ။ ေကြ်းပ့ါမယ္။

စာေၾကာင္းကုိ ဖတ္ၿပီး မွန္ရင္ O, မွားရင္ X မွာ အမွတ္အသားလုပ္ေပးပါ။
2. 문장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1)		복도에	물건을	두지	맙시다.		 ◦	 ×

2)		오늘	계단을	청소하려고	합시다.		 ◦	 ×

3)		제가	먼저	샤워실을	사용합시다.		 ◦	 ×

4)		기숙사에	친구를	데리고	오지	맙시다.		 ◦	 ×

5)		시설물이	파손되면	관리인에게	이야기합시다.		 ◦	 ×

အသက္အရြယ္တူ သူငယ္ခ်င္း အခ်င္းခ်င္း တစ္စံုတစ္ခုကို အတူတူ လုုပ္ေဆာင္ရန္ တိုင္ပင္ႏိႈးေေဆာ္တ့ဲအခါမွာ 
သံုးေသာ အသံုးျဖစ္သည္။ ၾကိယာေနာက္မွာ လုိက္ၿပီး မိမိထက္ အသက္ၾကီးေသာ၊ ရာထူးၾကီးေသာ သူမ်ားႏွင့္ 
စကားေျပာသည့္အခါ သံုးရန္မသင့္ပါ။

자음	(ဗ်ည္း)	→	-읍시다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ㅂ시다	

먹다	→	먹읍시다

닫다	→	닫읍시다

하다	→	합시다

가다	→	갑시다

만들다	→	만듭시다

·	가:	버스가	안	오네요.	택시를	탈까요?	ဘတ္စကားက မလာဘူးေနာ္။ တကၠစီစီးရင္ေကာင္းမလား။
	 	나:	아니요,	조금	더	기다립시다.	ဟင့္အင္း။ နည္းနည္း ထပ္ေစာင့္ၾကည့္ရေအာင္။
·	가:	기숙사	대청소	언제	할까요?	အေစာင္ သန္႔ရွင္းေရး ဘယ္ေတာ့ လုပ္မလဲ။
	 	나:			이번	주말에	쉬니까	이번	주에	합시다.		

ဒီအပတ္ စေန၊ တနဂၤေႏြ ပိတ္ရက္မွာ နားတဲ့အတြက္ ဒီအပတ္ထဲမွာ လုပ္ရေအာင္။
·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အျပင္ထြက္တဲ့အခါ အဝင္အထြက္တံခါးကုိ ေသခ်ာ ပိတ္ၾကရအာင္။

‘-(으)ㅂ시다’ အသုံးကို နားလည္ၿပီလား။ ေအာက္ပါ စာေၾကာင္းေတြကို ဖတ္ၿပီး အမွား၊ အမွန္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ပါ။

정답 		1)	O		2)	X		3)	X		4)	O		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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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으)ㅂ시다 G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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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ဟန္က အေဆာင္ထိန္းသိမ္းေရးမွဴးကုိ လွ်ပ္စစ္ အပူေပးစက္ အသုံးျပဳပုံနဲ႕ ပတ္သက္ၿပီး ေမးေနတယ္။

리   한	 	아저씨, 휴게실이 좀 추운데 전기난로

를 켜도 돼요?
  ဦးေလးၾကီး၊ နားေနခန္းက နည္းနည္းေအးေနလုိ႕ 

လွ်ပ္စစ္ အပူေပးစက္ ဖြင့္လုိ႔ ရလား။

관리인	 	그럼요. 켜도 되죠. 휴게실에 있는 동안 

잘 사용하고 나갈 때는 꼭 스위치를 끄

고 플러그도 뽑아 놓으세요.
  ဒါေပါ့၊ ဖြင့္လို႕ရတာေပါ့။ နားေနခန္းမွာ ရိွေနတုန္း 

ေသခ်ာ အသုံးျပဳၿပီး ျပန္ထြက္သြားတဲ့အခါမွာေတာ့ 
ခလုတ္ကုိ ဆက္ဆက္ ပိတ္ၿပီး ပလပ္ပါ  ျဖဳတ္ထားခဲ့ပါ။

리   한	 	네, 그럴게요.
 ဟုတ္ကဲ့၊ အဲဒီလို လုပ္ပါ့မယ္။

관리인	 	지난번에는 아무도 없는데 난로가 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ၿပီးခဲ့တဲ့  တစ္ေခါက္က ဘယ္သူမွလည္း မရိွဘဲ 

အပူေပးစက္ၾကီးက ပြင့္ေနေတာ့ ရုတ္တရက္ 
လန္႔သြားတာပဲ။

리   한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신경 쓰라고 얘기할게요.
  ဟုတ္လား၊ ျပႆနာ အၾကီးၾကီး တက္ေတာ့မလို 

ျဖစ္သြားတာပဲ။ ကြ်န္ေတာ္လည္း 
တစ္ျခားသူငယ္ခ်င္းေတြကုိ ဂရုစုိက္ဖုိ႕ ေျပာလုိက္ပါ့မယ္။

신경(을) 쓰다 
အာရံုစိုက္သည္၊ ဂရုစိုက္သည္။
·	가:	외출할	때는	전기난로를
	 	 꼭	끄세요.

အျပင္ထြက္တဲ့အခါ လွ်ပ္စစ္ အပူေပးစက္ကို ဆက္ဆက္ ပိတ္ပါ။ 
나:	네,	신경	쓸게요.

ဟုတ္ကဲ့၊ ဂရုျပဳပါ့မယ္။
·	면접을	볼	때는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해요.	

    အင္တာဗ်ဴး ေျဖတဲ့အခါ 
အဝတ္အစားကို အာရံုစိုက္ရတယ္။ 

정답 		1.	네,	켜도	돼요.		2.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해요.

1. 휴게실 전기난로를 켜도 돼요?
    နားေနခန္းလွ်ပ္စစ္အပူေပးစက္ကုိ ဖြင့္လုိ႔ ရလား။
2. 휴게실에서 나갈 때는 전기난로를 어떻게 해야 해요?
    နားေနခန္းမွ ထြက္သြားတဲ့အခါ လွ်ပ္စစ္ အပူေပးစက္ကုိ ဘယ္လုိလုပ္ခဲ့ရမလဲ။

ဒီတစ္ခါ ရီဟန္နဲ႕ ဝန္ထမ္းတို႕ရဲ႕ စကားကို လိုက္ေျပာပါ။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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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 뻔했다  

ေတာ့မလုိ႔ ျဖစ္သြားတယ္။

တစ္စံုတစ္ခု ျဖစ္ကာနီး အေနအထားကုိ 
ေရာက္သြားတာကုိ ေျပာခ်င္တဲ့အခါ 
သုံးတယ္။

·	늦잠을	자서	회사에	지각할		

뻔했어요.

  အိပ္ယာထ ေနာက္က်ၿပီး 
အလုပ္ေနာက္က်ေတာ့မလုိ႔ 
ျဖစ္သြားတယ္။

·	아침에	버스를	놓칠	뻔했어요.	

   မနက္က ဘတ္စ္ကား လြတ္ေတာ့မလုိ႔ 
ျဖစ္သြားတယ္။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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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ယားကြန္းႏွင့္ အပူေပးစက္ အမ်ိဳးအစားမ်ားကို ရွာေဖြေလ့လာၾကည့္ရေအာင္။

냉방	
ေလေအးေပးစက္

선풍기
ပန္ကာ

에어컨
အဲယားကြန္း

난방
ဟီတာ၊အပူေပးစက္

전기난로
လွ်ပ္စစ္အပူေပးစက္၊ဟီတာစက္

전기장판
လွ်ပ္စစ္ အပူေပး အိပ္ရာခင္း၊ဟီတာဖ်ာ

스위치를	켜다
ခလုတ္ဖြင့္သည္။

스위치를	끄다
ခလုတ္ပိတ္သည္။

플러그를	꽂다
ပလပ္တပ္သည္။

플러그를	뽑다
ပလပ္ၿဖဳတ္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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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선풍기를 켜고 자면 안 돼요.

 나: 

① 네, 다 사용하면 스위치를 꼭 끄세요.  

② 네, 자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2) 가: 전기장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나: 

① 그럼요. 제가 고향에 있는 동안 빌려줬어요.

② 그럼요. 제가 고향에 가 있는 동안 사용하세요.

보기 에어컨               선풍기               전기난로               스위치               플러그

1)

2)

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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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နဲ႕ ကုိက္ညီေသာ အသုံးကို(ဥပမာ)ထဲမွ ေရြးထည့္ပါ။

1)

2)

3) 4)

5)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အာက္ပါ စာေၾကာင္းမ်ားကိုျဖည့္စြက္ပါ။

보기

에어컨

선풍기

전기난로

스위치

플러그

정답 		1)	에어컨		2)	스위치		3)	플러그		4)	선풍기		5)	전기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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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စကားေျပာ ၂ 냉난방기 အဲယားကြန္းနွင့္ အပူေပးစ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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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동안’ နဲ႔ ‘-(으)ㄹ 때’

‘-는	동안’ နဲ႕ (ၾကိယာ) ‘-(으)ㄹ	때’ ကေတာ့ အေရွ႕က ကံ ျပဳသူက ဘယ္လို အျပဳအမူကို လုပ္ေနေသာ အခ်ိန္မွာ 
ေနာက္က အျပဳအမူက ျဖစ္ေပၚတာကို ေဖာ္ျပတယ္။ 
‘-는	동안’  ကေတာ့ နာမဝိေသသနနဲ႕ မေပါင္းေပမဲ့ ‘-(으)ㄹ	때’ ကေတာ့ နာမဝိေသသနနဲ႕ ေပါင္းနိုင္တယ္။ 
ေနာက္ၿပီး ‘-는	동안’  ကေတာ့ ကိစၥ တစ္ခုခု ျဖစ္ေပၚေနေသာ အခ်ိန္ တစ္ခုလံုးကို ေဖာ္ျပေပမဲ့ ‘-(으)ㄹ	때’ 
ကေတာ့ ကိစၥ တစ္ခုခု ျဖစ္ေပၚေသာ အဲဒီ အခ်ိန္ကို ေဖာ္ျပတယ္။ 

·		힘드는	동안에는	쉬세요.	(X)	

·힘들 때는	쉬세요.	(O)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ႀကိယာရဲ႕လႈပ္ရွားမႈကို လုပ္ေနတဲ့အခ်ိန္ကာလအတြင္းကို ေဖာ္ျပရာမွာ သံုးတယ္။ သူ႕ကို ‘-에’ နဲ႔လည္း အတူ 
တဲြသံုးနိုင္တယ္။ ေရွ႕က စာေၾကာင္းနဲ႔ ေနာက္ကစာေၾကာင္းရဲ႕ အေၾကာင္းအရာ လံုးဝ မတူလည္း ရတယ္။ သူ႕ကို 
အခ်ိန္ျပနာမ္နဲ႕လည္း တြဲသံုးႏိုင္တယ္။

·가:			이반	씨를	기다리는 동안	같이	커피를	마실까요?	  
ရီဟန္ကုိ ေစာင့္ေနတဲ႔အခ်ိန္တြင္းမွာ အတူ ေကာ္ဖီေသာက္မလား။

	 나:	그럽시다.	အဲလုိလုပ္ရေအာင္။
·가:			냉방을	하는 동안	창문을	열면	안	돼요.		

ေလေအးေပးစက္ ဖြင့္ထားတ့ဲ အခ်ိန္မွာ ျပတင္းေပါက္ တံခါးေတြ ဖြင့္ထားလုိ႕ မရဘူး။
	 나:	지금	창문을	닫을게요.	အခုပဲျပတင္းေပါက္ ပိတ္လိုက္ပါ့မယ္။
·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전기장판을	꼭	끄세요.	
	 	 အျပင္သြားေနေတဲ့ အခ်ိန္အတြင္းမွာ လွ်ပ္စစ္အိပ္ရာခင္းကုိ ေသခ်ာပိတ္ပါ။
	 나: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သိပါၿပီ။

98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1)

 
가:	선풍기를	켜고	자면	안	돼요.	ပန္ကာကုိ ဖြင့္ၿပီး အိပ္လုိ႕မရဘူး။
나:																																																																				.	

					①	네,	다	사용하면	스위치를	꼭	끄세요	 ②	네,	자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2)

 
가:	전기장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လွ်ပ္စစ္အပူေပးအိပ္ရာခင္း ခဏငွားေပးလုိ႔ရမလား။
나:																																																																				.	

					①	그럼요.	제가	고향에	있는	동안	빌려줬어요	 ②	그럼요.	제가	고향에	가	있는	동안	사용하세요

정답 		1)	②		2)	②

‘-는	동안’ ကို နားလည္ၿပီလား။ စကားေျပာကို ဖတ္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문법 2  သဒၵါ ၂ -는 동안 G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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နားေနခန္းမွာ ရိွေသာ အသိေပးစာ ျဖစ္ပါတယ္။ ေသခ်ာ ဖတ္ၿပီး ေမးခြန္းကုိ ေျဖ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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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휴게실에 있는 공지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notice of the lounge.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1. 휴게실의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을 모두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휴게실을 사용하는 동안 꼭 지켜 주세요.>

1. 휴게실은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시다.

2. 휴게실은 금연 구역입니다. 담배는 흡연실에서 피웁시다.

3.   휴게실은 식당이 아닙니다. 
냄새 나는 음식물은 식당에서 드세요.

4.   휴게실에서 나갈 때 아무도 없으면 플러그를 뽑고 
나갑시다.

                       이용 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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နားေနခန္းရဲ႕ စည္းကမ္းမ်ားကုိ ေသခ်ာလုိက္နာေသာ သူမ်ားကုိေရြးပါ။

<휴게실을 사용하는 동안 꼭 지켜주세요.>
<နားေနခန္း အသုံးျပဳေနခ်ိန္မွာ ေသခ်ာလုိက္နာေပးပါ။>

1. 휴게실은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시다.
 နားေနခန္းကေတာ့ အမ်ားပိုင္ေနရာျဖစ္ပါတယ္။ တစ္ပါးသူကုိ စာနာနားလည္ေပးရေအာင္။

2. 휴게실은 금연 구역입니다. 담배는 흡연실에서 피웁시다.
   နားေနခန္းကေေတာ့ ေဆးလိပ္မေသာက္ရ နယ္ေျမျဖစ္ပါတယ္။ ေဆးလိပ္ကုိ 

ေဆးလိပ္ေသာက္ခန္းမွာပဲ ေသာက္ၾကရေအာင္။

3. 휴게실은 식당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음식물은 식당에서 드세요.
  နားေနခန္းကစားေသာက္ခန္းမဟုတ္ပါ။ အနံ႕ထြက္ေသာ အစားအေသာက္ကုိေတာ့ 

စားေသာက္ခန္းမွာ စားပါ။

4. 휴게실에서 나갈 때 아무도 없으면 플러그를 뽑고 나갑시다.
   နားေနခန္းမွ ထြက္သြားတဲ့အခါ ဘယ္သူမွမရိိွေတာ့ရင္ ပလပ္ကုိျဖဳတ္ၿပီးမွထြက္သြားပါ။

이용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အသုံးျပဳခ်ိန္ - မနက္ ၁၀နာရီမွ ည ၁၀နာရီအထိ

1. 휴게실의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을 모두 고르십시오.

휴게실에 있는 공지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①

③

②

④

정답 		1.	②,	③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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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 형태
ကိုရီးယားရဲ႕လူေနမုွ ပံုစံ

주택 အိမ္

주택은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အိမ္ရာကတာ့ အဓိကအားျဖင့္ သီးသန္႔အိမ္ရာနဲ႕ 
အမ်ားသုံးအိမ္ရာ ဆုိၿပီးရိွပါတယ္။ သီးသန္႔အိမ္ရာကေတာ့ 
မ်ိဳးဆက္တစ္ဆက္က သီးသန္႕အေနနဲ႕ အသုံးျပဳေသာပံုစံနဲ႕ 
ဖဲြ႕စည္းထားေသာအိမ္ရာျဖစ္ပါတယ္။ အမ်ားသုံးအိမ္ရာကေတာ့ 
မ်ိဳးဆက္တစ္ဆက္ခ်င္းစီက အေဆာက္အဦ တစ္ခုထဲမွာ 
စုေပါင္းေနထုိင္နိုင္ေအာင္ ဖဲြ႕စည္းထားေသာအိမ္ရာျဖစ္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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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의 주거 형태 Residential dwelling types of Korea

아파트 Apartment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은 빌딩형 공동 주택입니다.
An apartment is a self-contained housing unit in a single building which 
consists of multiple units.

주택 House

주택은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There are two types of houses: single-family detached houses and 
multi-family residentials. A single-family detached house is a separate, 
free standing residential building. A multi-family residential house 
consists of multiple, separate housing units in a town-house style single 
building.

원룸 Studio-type apartment

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집입니다.
A studio is furnished with basic facilities for living in a single room. 

고시원 

싸게 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화장실, 

부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고시원 is housing for those who economize their rent. Bathrooms and 
kitchens are be shared with other tenants. 

Gosiwon (boarding place for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student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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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တုိက္ခန္း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은	빌

딩형	공동	주택입니다. 
အေဆာက္အဦ တစ္ခုထဲမွာ မိသားစုေပါင္းမ်ားစြာက  သီးၿခားစီ 
ေနနိုင္ေအာင္ ေဆာက္ထားေသာ အေဆာက္အဦ ပံုစံ 
အတူသုံးအိမ္ရာသေဘာမ်ိဳးၿဖစ္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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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အျပင္ေနအေဆာင္

싸게	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화장실,	부엌	등

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စ်းသက္သက္သာသာနဲ႕ ေနလုိ႔ရေသာအခန္းမ်ားနဲ႕ 
ဖဲြ႕စည္းထားေသာ အေဆာက္အဦျဖစ္ပါတယ္။ အိမ္သာ၊ မီးဖိုေခ်ာင္ 
စတာေတြကုိ အမ်ားနဲ႔အတူ မွ်သုံးရတဲ့ ေနရာျဖစ္ပါတယ္။

원룸 တစ္ခန္းစာအိမ္ရာ

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집입니다. 
အခန္းတစ္ခန္းမွာ လူေနထုိင္တဲ့အခါမွာ အနည္းဆုံးလုိအပ္ေလာက္တဲ့ 
ပစၥည္းမ်ားနဲ႕သာ ဖဲြ႕စည္းထားေသာ အိမ္ျဖစ္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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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s of multiple, separate housing units in a town-house style single 
building.

원룸 Studio-type apartment

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집입니다.
A studio is furnished with basic facilities for living in a single room. 

고시원 

싸게 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화장실, 

부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고시원 is housing for those who economize their rent. Bathrooms and 
kitchens are be shared with other tenants. 

Gosiwon (boarding place for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student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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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ၿပီး မွန္ကန္ေသာ ပံုကုိေရြးပါ။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သာ အေျဖကုိ ေရြးပါ။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အခု ဘာျပႆနာ တက္ေနတာလဲ။ 

	 ①	관리인과	싸웠습니다.		 ②	선풍기가	없어졌습니다.

	 ③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④	휴게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အေၾကာင္းအရာ တစ္ခုကုိ နားေထာင္ၿပီး ေမးခြန္း ႏွစ္ခုကုိ ေျဖပါ။

	 4.		이	기숙사의	휴게실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ဒီ အေဆာင္ရဲ႕ နားေနခန္းက ဘယ္ႏွနာရီအထိ အသုံးျပဳလုိ႕ ရလဲ။

	 	 ①	밤	8시		 ②	밤	10시

	 	 ③	밤	11시		 ④	밤	12시

	 5.			이	기숙사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ဒီ အေဆာင္ရဲ႕ စည္းမ်ဥ္းစည္းကမ္းေတြကို မလိုက္နာတာ ဘယ္သူလဲ။

	 	 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운	지훈		 ②	기숙사에	고향	친구를	초대한	건우

	 	 ③	기숙사	방에서	김밥을	먹은	투안		 ④	기숙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신	모니카

Track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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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① 관리인과 싸웠습니다.  ② 선풍기가 없어졌습니다.

③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④ 휴게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이 기숙사의 휴게실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① 밤 8시  ② 밤 10시  

③ 밤 11시  ④ 밤 12시

5. 이 기숙사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운 지훈 ② 기숙사에 고향 친구를 초대한 건우

③ 기숙사 방에서 김밥을 먹은 투안 ④ 기숙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신 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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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	①

②

②

③

③

④

④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မွန္ကန္ေသာ ပံု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ပံုေတြကို 
ေသခ်ာ ၾကည့္ထားပါ။

ေမးခြန္း ၃ကေတာ့ အေျဖမွန္ေရြး ပုစာၦျဖစ္ပါတယ္။ ေမးခြန္း ၄နဲ႕ ၅ကေတာ့ ေၾကညာခ်က္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ရြးဖို႕ ေပးထားတာေတြကို 
အရင္ဆံုး ဖတ္ထား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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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ညဘက္မွာ အသံက်ယ္ၾကီးနဲ႕ စကားမေျပာပါနဲ႕။
2.	여:	난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လပူေပးစက္ကုိ အသုံးျပဳၿပီးရင္ ပလပ္ကုိ ဆက္ဆက္ ျဖဳတ္ခဲ့ပါ။
3.	남:	아유~	더워.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	났네요.	

  ဟူး၊ ပူလုိက္တာ။ နားေနခန္းအဲယားကြန္းက ထပ္ၿပီးပ်က္ျပန္ၿပီေနာ္။
 여: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이	안	되면	힘든데…….

  ဟုတ္လား၊ ရာသီဥတုက အရမ္းပူလာၿပီး ေလေအးေပးစက္က မရရင္ေတာ့ ျပႆနာပဲ။
 남:	그러게	말이에요.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အဲဒါေျပာတာေပ့ါ။ ပန္ကာေလးပဲျဖစ္ျဖစ္ ယူလာေပးရမလား။

 여: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ဟုတ္ကဲ့၊ ဒါဆုိ အားကုိးပါရေစေနာ္။ ကြ်န္ေတာ္ကေတာ့ အေဆာင္ထိန္းသိမ္းေရးမွဴးဆီ ျမန္ျမန္သြားၿပီး ေျပာၿပီး 
ျပန္လာခဲ့မယ္။

4-5.

	남: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기숙사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신경	써	주세요.	

규칙을	다시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지켜주세요.	먼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에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외부인을	기숙사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마

지막으로	휴게실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ထိန္းသိမ္းေရးရုံးမွ အသိေပးေၾကညာအပ္ပါတယ္ယ္။ အခုတေလာ အေဆာင္ စည္းကမ္းကုိ မလုိက္နာတ့ဲ သူေတြ 
မ်ားလာတ့ဲအတြက္ အားလုံး ဂရုျပဳလုိက္နာေပးၾကပါ။ စည္းကမ္းမ်ားကုိ ထပ္မံ ေျပာျပေပးမွာ ျဖစ္တ့ဲအတြက္ 
ေသခ်ာ နားေထာင္ၿပီး မျဖစ္မေန လုိက္နာေပးၾကပါ။ အရင္ဆုံး၊ ေဆးလိပ္ေသာက္တ့ဲအခါ ေဆးလိပ္ေသာက္ဖုိ႕ 
သတ္မွတ္ထားေသာ အခန္းကို အသုံးျပဳေပးၾကပါ။ ေနာက္ၿပီး၊ အခန္းထဲမွာ မီးဖုိေခ်ာင္သုံး ပစၥည္းမ်ား အသုံးျပဳျခင္းမွ 
ေရွာင္ၾကဥ္ပါ။ အျပင္လူကုိ အေဆာင္တြင္း ေခၚလာမႈ မျပဳၾကပါရန္နဲ႔ ေနာက္ဆုံး တစ္ခ်က္ကေတာ့ နားေနခန္း 
အသုံးျပဳခ်ိန္ ည ၁ဝ နာရီအထိဆုိတာကုိ ေသခ်ာစြာ လုိက္နာေပးပါရန္ အသိေပး ေၾကညာအပ္ပါတယ္။ 

듣기 대본  စာသား 

남:	반장님,	기숙사	휴게실에	냉방이	전혀	안	돼요. ဆရာမ၊  အေဆာင္နားေနခန္းမွာ ေလေအးလံုးဝမရဘူး။
여:	그래요?	에어컨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ဟုတ္လား၊ အဲယားကြန္းမွာ ျပႆနာရိွတာထင္တယ္။
남:	제가	한번	고쳐	볼까요? ကြ်န္ေတာ္တစ္ခ်က္ ျပင္ၾကည့္လုိက္ရမလား။
여:	아니요,	먼저	수리	센터에	연락해	보는	게	좋겠어요.

 ဟင့္အင္း၊  အရင္ဆုံး စက္ျပင္ဌာနကုိ ဆက္သြယ္ၾကည့္တာ ေကာင္းလိမ့္မ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④

정답 		1.	①		2.	③		3.	③		4.	②		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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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သာ အေျဖကုိ ေရြးပါ။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ဘာျပႆနာ ရိွလုိ႕လဲ။

 ①	에어컨을	고칠	수	없다.	 	 ②	기숙사에	휴게실이	없다.

 ③	수리	센터	연락처를	모른다.	 ④	휴게실	에어컨이	고장	났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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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에어컨        ② 세탁기    

  ③ 냉장고     ④ 선풍기

2.  ①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② 스위치를 끄고 있습니다.

  ③ 플러그를 꽂고 있습니다. ④ 플러그를 뽑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에어컨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나: 에어컨 같은  시설은 6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① 난방 ② 냉방 ③ 선풍기 ④ 전기장판

4. 가: 주말에 같이 계단을 청소할까요?

 나: 네, 그래요. 같이 .   

① 청소합니다  ② 청소합시다 

③ 청소했습니다  ④ 청소해야 합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설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샤워실과 세탁실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합시다.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② 시설을 아껴 써야 합니다.

③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④ 샤워실은 관리인이 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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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② 시설을 아껴 써야 합니다.

③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④ 샤워실은 관리인이 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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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에어컨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အဲယားကြန္းကုိ ဘယ္အခ်ိန္က စၿပီး အသုံးျပဳလုိ႕ ရမလဲ။

나:	에어컨	같은																	시설은	6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အဲယားကြန္းလုိမ်ိဳး ေလေအးေပးစနစ္ကုိေတာ့ ၆လပိုင္းကုန္ေလာက္က စၿပီး အသုံးျပဳနိုင္ပါတယ္။

					①	난방		 ②	냉방		 ③	선풍기		 ④	전기장판

4.

  

가:	주말에	같이	계단을	청소할까요?	ပိတ္ရက္မွာ အတူ ေလွကား သန္႕ရွင္းေရးလုပ္မလား။

나:	네,	그래요.	같이																																																			.

 ဟုတ္ကဲ့၊ လုပ္မယ္။ အတူတူ သန္႕ရွင္းေရး လုပ္ရေအာင္။

					①	청소합니다		 ②	청소합시다	 ③	청소했습니다		 ④	청소해야	합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စာပိုဒ္ကို ဖတ္ၿပီး ေမးခြန္းမ်ား ေျဖပါ။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설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

다.	샤워실과	세탁실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합시다. 
အေဆာင္ဆုိတာကေတာ့ လူအမ်ားနဲ႕ အတူတူ ေနရတ့ဲ ေနရာျဖစ္ပါတယ္။ အဲဒီအတြက္ေၾကာင့္ အျပန္အလွန္ 
ေလးေလးစားစား ဆက္ဆံၿပီး တစ္ျခားသူေတြကုိ စိတ္အေႏွာင့္အယွက္ မျဖစ္ေစေအာင္ ေစာင့္ထိန္းဖုိ႕ လုိအပ္ပါတယ္။ 
ညဘက္မွာ ဆူဆူညံညံ လုပ္လုိ႕မရဘူး။ ေနာက္ၿပီး ပစၥည္းေတြကုိလည္း သန္႕ရွင္းသပ္ရပ္စြာ အသုံးျပဳၾကရပါတယ္။ 
ေရခ်ိဳးခန္းနဲ႕ အဝတ္ေလွ်ာ္ခန္းကုိလည္း အျမဲတမ္း သန္႕ရွင္းေနေအာင္ အသုံးျပဳၾကရေအာင္။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စာပိုဒ္ရဲ႕ အေၾကာင္းအရာနဲ႕ မညီတဲ့ ဟာက ဘာလဲ။
	 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②	시설을	아껴	써야	합니다.

	 ③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④	샤워실은	관리인이	청소합니다.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①	에어컨		 ②	세탁기

③	냉장고		 ④	선풍기

①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②	스위치를	끄고	있습니다.

③	플러그를	꽂고	있습니다.	

④	플러그를	뽑고	있습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စာလံုး၊ စာေၾကာင္း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သင္ယူထားေသာ စာလံုးေတြကို သံုး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မးခြန္း ၃နဲ႕ ၄ကေတာ့ စကားေျပာအတြက္ သင့္ေတာ္ေသာ စာလံုး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၅ကေတာ့ စာပိုဒ္ကို ဖတ္ၿပီး ေမးခြန္းကို ေျဖေပးရမွာ ျဖစ္ပါတယ္။ သင္ထားတာေတြကိို 
အသံုးခ်ၿပီး ေမးခြန္းမ်ားကို ေျဖပါ။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စာလံုး၊ စာေၾကာင္းကုိ ေရြးပါ။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②		5.	④

104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37 အဝင္အထြက္တံခါးကို ေသခ်ာ ပိတ္ၾကရေအာ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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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②		3.	①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1.

	

저는	보통	퇴근하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시내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을	겁니다.
ကြ်န္ေတာ္ကေတာ့  ပံ ုမွန္အလုပ္က ျပန္ရင္အိမ္မွာ ညစာစားတယ္။ ဒါေပမဲ့ ဒီေန႔ေတာ့ ၿမိဳ႕ထဲမွာ ဇာတိက 
သူငယ္ခ်င္းနဲ႕ေတြ႔ၿပီး အတူညစာစားမယ္။

	 		

				 ①	그리고	 ②	그래서	 ③	그런데	 ④	그러므로

2.

	
소포를	항공편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ဒီပါဆယ္ကို ေလေၾကာင္းလမ္းနဲ႕ ပို႔ခ်င္လုိ႔ ပို႕ခ အမ်ားၾကီးက်မယ္ထင္လုိ႔ စိတ္ပူတယ္။
	

			 ①	기간	 ②	요금	 ③	우표	 ④	포장

3.

	

택시를	타는	것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돈이	덜														.	그래서	택시가	

편하지만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တကၠစီ စီးတာထက္ ေျမေအာက္ရထား သုိ႔မဟုတ္ ဘတ္စ္ကားစီးတာက ပိုက္ဆံကုန္ သက္သာတယ္။ 
တကၠစီကေတာ့  သက္ေတာင့္သက္သာရိွေပမဲ့ ေစ်းၾကီးတယ္။ ဒါေၾကာင့္ ကြ်န္ေတာ္ကေတာ့ ေျမေအာက္ရထား 
သုိ႕မဟုတ္ ဘတ္စ္ကားကုိ မၾကာမၾကာ အသုံးျပဳတယ္။

	

			 ①	듭니다	 ②	탑니다	 ③	걸립니다	 ④	보입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발음 အသံထြက္             P-16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ဗ်ည္းႏွစ္လံုးဆံုၾကရင္ အသံေျပာင္းပါတယ္။ ဒါေပမဲ့ ‘ႏွာသံ+ႏွာသ’ံ, 
‘လွ်ာလိပ္သံ+လွ်ာလိပ္သ’ံ, ‘လွ်ာလိပ္သံ+ႏွာသ’ံ ဆုိရင္ေတာ့ အသံမေျပာင္းပါဘူး။  

(1)	언니,	엄마,	빨리

(2)	설마,	얼마,	설명

(3)	빨리	하세요.	/	오렌지가	얼마예요?



ဘာရူနဲ႕ ရီဟန္က အလုပ္ခြင္ဝန္းက်င္အေနအထားအေၾကာင္းကို ေျပာေနတယ္။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ၿပီး လုိက္ဆိုပါ။

38 일할 맛이 나요
အလုပ္လုပ္ရက်ဳိး နပ္တယ္။

바루	 	리한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ရီဟန္ ကုမၸဏီကေကာ အေနအထားက ဘယ္လိုလဲ။

리한	 	동료들끼리 서로 위해 주니까 항상 즐겁게 일하는 편이
에요.

  လုပ္ေဖာ္ကုိင္ဖက္ အခ်င္းခ်င္း အျပန္အလွန္ ကူညီၾကတဲ့အတြက္ အျမဲတမ္း  
ေပ်ာ္ရႊင္စြာနဲ႕ အလုပ္လုပ္ျဖစ္ပါတယ္။

바루	 	회사 분위기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ကုမၸဏီဝန္းက်င္ အေနအထားက  လြတ္လပ္တဲ့ သေဘာေပါ့။ 

리한	 	글쎄요. 규율은 좀 엄격한데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많이 배려해 줘서 일하기는 편해요.

  မေျပာတတ္ဘူး၊ စည္းကမ္းကေတာ့ နည္းနည္းတင္းၾကပ္ေပမဲ့ အထက္လူၾကီးက  
လက္ေအာက္ငယ္သားကုိ  အမ်ားၾကီး  စာနာနားလည္ေပးလုိ႔ အလုပ္လုပ္ရတာ 
အဆင္ေျပပါတယ္။

바루	 	정말 부러워요. 그러면 훨씬 일할 맛이 나겠어요.
  တကယ္အားက်တယ္။ အဲလုိဆုိ အမ်ားၾကီး အလုပ္လုပ္ရက်ိဳး  နပ္တာေပါ့။

리한	 	맞아요. 회사 오는 게 즐거우니까 일도 더 잘돼요. 
  ဟုတ္တယ္၊ ကမၸဏီကုိ လာရတာ စိတ္ေပ်ာ္ေတာ့ အလုပ္လည္း ပုိအဆင္ေျပတယ္။

끼리 အခ်င္းခ်င္း 
·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끼리	노래방에	갔어요.	

  ဇာတိက သူငယ္ခ်င္းေတြနဲ႔ 
ကာရာအုိေကဆိုင္ 
မသြားျဖစ္တာၾကာျပီမုိ႔ 
သြားခဲ့တယ္။

맛이 나다 ရက်ိဳး နပ္သည္။
ကိစၥတစ္ခုခုကုိ လုပ္ရတာ ေပ်ာ္ဖို႔ 
ေကာင္းလာတယ္။ 
·	수업	분위기가	좋으니까		
요즘	공부할	맛이	나요.

  အတန္း အေနအထားက 
ေကာင္းေတာ့ အခုတေလာ 
စာလုပ္ရက်ိဳး နပ္တယ္။

·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	주니까	
요즘은	요리할	맛이	나네요.

  မိသားစုေတြက ျမိန္ေရရွက္ေရ 
စားေပးၾကေတာ့ အခုတေလာ 
ဟင္းခ်က္ရတာ ေပ်ာ္တယ္။

1. 리한 씨의 회사 분위기가 어때요? ရီဟန္ရဲ႕ ကုမၸဏီက အေနအထား ဘယ္လုိလဲ။

2. 바루 씨는 왜 리한 씨를 부러워해요? ဘာရူက ဘာေၾကာင့္ ရီဟန္႕ကုိအားက်တာ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동료들끼리	서로	위해	주니까	즐겁게	일하는	편이에요.		2.	리한	씨의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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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လုပ္ခြင္အေနအထား မိတ္ဆက္ျခင္း။ 
လုပ္ေဖာ္ကိုင္ဖက္ ၾကားက ပဋိပကၡပံုေဖာ္ျခင္း။

□သဒၵါ  -는/-(으)ㄴ 편이다, -다고 하다

□  ေ၀ါဟာရႏွင့္ အသံုးမ်ား   
အလုပ္ခြင္အေနအထား၊ လုပ္ေဖာ္ကုိင္ဖက္ ၾကားက ပဋိပကၡ။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ခြင္တြင္း အေခၚအေဝၚ၊ ပဋိပကၡေျဖရွင္းျခ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18



ဘယ္လိုကုမၸဏီိမ်ိဳးမွာ အလုပ္ လုပ္ခ်င္လဲ။ လုပ္ငန္းခြင္အေနအထားနဲ႕ ပတ္သက္တဲ့ 
ေဝါဟာရေတြ ရွာၾကည့္ရေအာင္။

동료
လုပ္ေဖာ္ကုိင္ဖက္

상사
အထက္လူၾကီး

부하
လက္ေအာက္ငယ္သား

사이가	좋다
သင့္ျမတ္သည္။

사이가	나쁘다
မသင့္ျမတ္ပါ။

격려하다
အားေပးခ်ီးေျမႇာက္သည္

서로	위해주다
အျပန္အလွန္ကူညီသည္။

분위기가	좋다
သုိက္သိုက္ဝန္းဝန္းရွိသည္။

분위기가	나쁘다
သုိက္သိုက္ဝန္းဝန္းမရွိပါ။။

자유롭다
လြတ္လပ္သည္။

규율이	엄격하다
စည္းကမ္းတင္းၾကပ္သည္။

•	사장님은	직원들을	격려해	주세요. သူေဌးက ဝန္ထမ္းေတြကုိ အားေပးတယ္။

•	동료들이	서로 위해 주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လုပ္ေဖာ္ကုိင္ဖက္ေတြက အျပန္အလွန္ ေဖးမၾကေတာ့ သုိက္သိုက္ဝန္းဝန္းပါပဲ။

•	회사	규율이 엄격해서	넥타이를	매야	해요. ကုမၸဏီက စည္းကမ္းတင္းၾကပ္လုိ႔ နက္ခ္တုိင္ စည္းရတယ္။

1)	
가:	리한	씨는	투안	씨랑	안	친한것	같아요.	ရီဟန္က ထူအန္းနဲ႕ မရင္းႏီွးဘူးနဲ႕႔ တူတယ္။
나:			네,	지난번에	말다툼을	한	이후로																																															.		

ဟုတ္က့ဲ၊ ၿပီးခ့ဲတ့ဲ တစ္ေခါက္ စကားမ်ားၿပီးကတည္းက ဆက္ဆံေရးက သိပ္ၿပီး မေကာင္းေတာ့တာ။

					①	사이가	좋아졌어요			 ②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2) 
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ဝန္ထမ္းအသစ္ ဝင္လာေပမ့ဲ အလုပ္လုပ္တာ အရမ္းေႏွးလုိ႔ စိတ္မြန္းၾကပ္တယ္။
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직	일을	잘	모르는																					(이)잖아요.
	 အမ်ားၾကီးသင္ေပးပါ။ အခုထိ အလုပ္အေၾကာင္း ေကာင္းေကာင္းမသိေသးတဲ့ လက္ေအာက္က ဝန္ထမ္းမဟုတ္လား။

					①	상사		 	 ②	부하	직원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မွန္ကန္ေသာ အသုံးကုိေရြးၿပီး စာေၾကာင္းကုိျဖည့္စြက္ပါ။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အာက္ပါ စာေၾကာင္းမ်ားကိုျဖည့္စြက္ပါ။

정답 		1)	②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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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직장의 분위기 လုပ္ငန္းခြင္အေနအ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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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는/-(으)ㄴ	편이다’ ကုိ သုံးၿပီး ဥပမာလုိမ်ိဳး စကားေျပာကို အၿပီးသတ္ပါ။
2. ‘-는/-(으)ㄴ 편이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직장	분위기가	어때요?	အလုပ္ခြင္ အေနအထားက ဘယ္လုိလဲ။

나:	자유로운	편이에요. လြတ္လပ္တဲ့ ဘက္မွာရိွတယ္။

8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는/-(으)ㄴ 편이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using ‘-는/-(으)ㄴ 편이다.’

가: 직장 분위기가 어때요?   

나: 자유로운 편이에요. 

보기

1)  2)

3)  4)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s.

1) 가: 리한 씨는 투안 씨랑 안 친한 것 같아요. 

 나: 네, 지난번에 말다툼을 한 이후로 .

① 사이가 좋아졌어요   ②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2) 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직 일을 잘 모르는 (이)잖아요.

① 상사   ② 부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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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는/-(으)ㄴ 편이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using ‘-는/-(으)ㄴ 편이다.’

가: 직장 분위기가 어때요?   

나: 자유로운 편이에요. 

보기

1)  2)

3)  4)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s.

1) 가: 리한 씨는 투안 씨랑 안 친한 것 같아요. 

 나: 네, 지난번에 말다툼을 한 이후로 .

① 사이가 좋아졌어요   ②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2) 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직 일을 잘 모르는 (이)잖아요.

① 상사   ② 부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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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는/-(으)ㄴ 편이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using ‘-는/-(으)ㄴ 편이다.’

가: 직장 분위기가 어때요?   

나: 자유로운 편이에요. 

보기

1)  2)

3)  4)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s.

1) 가: 리한 씨는 투안 씨랑 안 친한 것 같아요. 

 나: 네, 지난번에 말다툼을 한 이후로 .

① 사이가 좋아졌어요   ②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2) 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직 일을 잘 모르는 (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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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는/-(으)ㄴ 편이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using ‘-는/-(으)ㄴ 편이다.’

가: 직장 분위기가 어때요?   

나: 자유로운 편이에요. 

보기

1)  2)

3)  4)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s.

1) 가: 리한 씨는 투안 씨랑 안 친한 것 같아요. 

 나: 네, 지난번에 말다툼을 한 이후로 .

① 사이가 좋아졌어요   ②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2) 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직 일을 잘 모르는 (이)잖아요.

① 상사   ② 부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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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အတိအက် ေျပာလို႔မရတဲ့ အေျခအေနတစ္ခုကို နီးစပ္တယ္လို ႔ေျပာခ်င္ရင္သံုးေသာ အသံုးျဖစ္တယ္။

동사	(ၾကိယာ) 형용사	(ျဖစ္ျခင္းျပ/ဂုဏ္ရည္ျပႀကိယာ)

-는 편이다 자음	(ဗ်ည္း)		→	-은 편이다 모음	(သရ)		→	-ㄴ 편이다

많이	먹다	→	많이	먹는 편이다

자주	가다	→	자주	가는 편이다

잘	만들다	→	잘	만드는 편이다

좋다		→	좋은 편이다 크다		→	큰 편이다			

ႀကိယာေရွ႕တြင္ (ေကာင္းစြာ၊ အေတာ္ေလး၊ အမ်ားႀကီး၊ မၾကာခဏ၊ လြဲမွားစြာ) စတဲ့ ႀကိယာဝိေသနာေတြ 
ရွိတတ္ၿပီး အတုိင္းအတာ(သို႔) အႀကိမ္အေရအတြက္ကို ေဖာ္ျပပါတယ္။

·	가:	비빔밥을	좋아하세요?	ထမင္းသုပ္ ၾကိဳက္လား။
				나:	네,	자주	먹는 편이에요.	ဟုတ္ကဲ့၊ မၾကာခဏ စားျဖစ္ပါတယ္။
·	가:	지훈	씨	일하는	곳은	어때요?	ဂ်ီဟြန္း အလုပ္လုပ္တဲ့ ေနရာကေကာ ဘယ္လုိလဲ။
				나: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ဝန္းက်င္အေနအထားကေတာ့ ေကာင္းတဲ့သေဘာရိွပါတယ္။
·			한국의	여름	날씨는	비가	오고	더운 편이에요.		

ကုိရီးယား ေႏြရာသီရဲ႕  ရာသီဥတုကေတာ့  မိုးရြာၿပီးပူတတ္တဲ့ သေဘာရိွတယ္။

정답 		1)	분위기가	나쁜	2)	서로	위해주는	3)	규율이	엄격한	4)	분위기가	좋은	

‘-는/-(으)ㄴ	편이다’ ကိုနားလည္သြားၿပီလား။ ေပးထားေသာ ဥပမာေတြနဲ႕ စကားေျပာပံုစံ 
လုပ္ၾကည့္ပါ။

38 အလုပ္လုပ္ရက်ဳိး နပ္တယ္။	 109

문법 1  သဒၵါ ၁ -는/-(으)ㄴ 편이다 G38-1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손발이 잘 맞아요. စည္းဝါးကိုက္တယ္။

가:	투안	씨	팀은	항상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ထူအန္းတုိ႕ အဖဲြ႕က အျမဲတမ္း သုိက္သုိက္ဝန္းဝန္းရိွတယ္လုိ႔ထင္ရတယ္။
나:	네,	팀원들끼리	손발이 잘 맞아요.	ဟုတ္ကဲ့၊ အဖဲြ႕သားေတြအခ်င္းခ်င္း စည္းဝါးကုိက္ၾက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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ဂ်ီဟြန္းက ထူအန္းကို ဘာရူနဲ႕အခ်င္းမ်ားခဲ့တဲ့ အေၾကာင္းေမးေနတယ္။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ၿပီး လိုက္ဆိုပါ။

지 훈	 	투안 씨, 조금 전에 바루 씨하고 왜 싸운  

거예요?
   ထူအန္း ခုနကတုန္းက ဘာရူနဲ႕ဘာကိစၥေၾကာင့္ 

အခ်င္းမ်ားၾကတာလဲ။

투 안	 	별일 아니에요. 바루 씨가 제 말에 대답을 

하도 안 해서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အေထြအထူးကိစၥ မဟုတ္ပါဘူး။  ဘာရူက 

ကြ်န္ေတာ့္စကားကို အၾကိမ္ၾကိမ္ ျပန္မေျဖတာနဲ႕ 
ကြ်န္ေတာ့္ကုိ လ်စ္လ်ဴရႈေနတယ္ထင္သြားတာ။ ဒါေပမဲ့ 
စက္အသံေၾကာင့္  မၾကားလုိက္ဘူးလုိ႔ ေျပာတာပဲ။

지 훈	 	아, 그럼 서로 오해한 거네요. 이젠 화해 

했지요?
    ေအာ္၊ ဒါဆုိ အခ်င္းခ်င္းအထင္လဲြေနတာပဲ။ အခုေတာ့ 

ေျပလည္သြားၿပီ မဟုတ္လား။

투 안	 	그럼요. 저도 사과했고, 바루 씨도 미안하다

고 했어요.
  ဒါေပါ။့  ကြ် န္ေတာ္လည္းေတာင္းပန္လုိက္ၿပီး၊  ဘာရူလည္း 

ေတာင္းပန္တယ္လုိ႔ေၿပာတယ္။

지 훈	 	잘했어요. 동료끼리 잘 지내야지요.
  ေကာင္းတယ္။  လုပ္ေဖာ္ကုိင္ဖက္အခ်င္းခ်င္း 

သင့္သင့္ျမတ္ျမတ္ ေနရမွာေပါ။့

하도 အရမ္း၊ ေတာ္ေတာ္ေလး

(ႀကိယာ)ျဖစ္လြန္းလုိ႔။ 

အၾကိမ္ၾကိမ္ သုိ႕မဟုတ္ အရမ္းကုိ 

အထူးျပဳတယ္။ 

·	하도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အရမ္း အလုပ္မ်ားလုိ႕ထမင္းစား 

ခ်ိန္ေတာင္ မရိွဘူး။

-더라고요 တာပဲ။ 
တစ္စံုတစ္ေယာက္ကအေတြ႕ 
အၾကံဳ တစ္ခုခုကုိ ပထမဆုံးအၾကိမ ္ေၿပာတဲ႕အခါသုံးတယ္။ 
·	한국	음식이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ကုိရီးယား အစားအစာက အရမ္း အရသာ ရွိတယ္လို႔ ေျပာၾကတယ္။

1. 바루는 왜 투안의 말을 못 들었어요? ဘာရူက ဘာေၾကာင့္ ထူအန္းရဲ႕ စကားကုိ မၾကားလုိက္တာလဲ။

2. 투안과 바루는 서로 화해했어요? ထူအန္းနဲ႕ ဘာရူက အျပန္အလွန္ ေျပလည္သြား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2.	네,	두	사람은	서로	화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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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화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	말할	때	사용하는	화법으로	문장의	종결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실현된다.	옮겨	말하는	문장이	평서

문일	때는	‘-다고	하다’를,	명령문일	때는	‘-(으)라고	하다’를,	의문문일	때는	‘-냐고	하다’를,	청유문일	때는	‘-자고	하다’를	사용한다.	

တစ္ဆင့္ျပန္ေျပာနည္းကေတာ့ တျခားသူရဲ႕စကားကုိ တစ္ဆင့္ ျပန္ေျပာတဲ့ အခါ သံုးတဲ့ စကားေျပာနည္းအေနနဲ႕ စာေၾကာင္းရဲ႕အဆုံး 
သတ္ပံုစံေပၚမူတည္ၿပီး တစ္ဆင့္ျပန္ေျပာတဲ့ ပံုစံက ကြဲျပားပါတယ္။ တစ္ဆင့္ျပန္ေျပာေသာ စာေၾကာင္းက ရိုးရိုးစကားဆုိရင္ ‘-다고	하다’ 
(တယ္လုိ႔ေျပာတယ္။) အမိန္႕ေပးစကားဆုိရင္ ‘-(으)라고	하다’ (စမ္းလုိ႔ေျပာတယ္။) ေမးခြန္းအတြက္ဆုိရင္ ‘-냐고	하다’ (လားလုိ႔ေမးတယ္။) 
အတူတူလုပ္ေဆာင္ဖို႔အတြက္ တစ္ဆင့္ျပန္ေျပာနည္းကေတာ့ ‘-자고	하다’ (ရေအာင္လုိ႔ ေၿပာတယ္) ဆုိၿပီး သုံးတယ္။ 

Tip 간접화법 တစ္ဆင့္ျပန္ေျပာနည္း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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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ပ္ေဖာ္ကိုင္ဖက္ ၾကားက ပဋိပကၡမ်ားနဲ႕ ပတ္သက္ေသာ အသံုးအႏွန္းမ်ားကို ရွာေဖြၾကည့္ရေအာင္။

때리다	
ရိုက္သည္။

욕을	하다	
ဆဲသည္။

맞다
အရိုက္ခံရသည္။

짜증을	내다
စိတ္တုိသည္။

화가	나다
ေဒါသထြက္သည္။

싸움을	하다
ရန္ျဖစ္သည္။

화를	내다
 ေဒါသျဖစ္ၿပီး ဆူသည္။

말다툼을	하다
စကားမ်ားသည္၊ အခ်င္းမ်ားသည္။

•	장난이	심한	동생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အစအေနာက္သန္ေသာ ညီမေလးေၾကာင့္ 
ေဒါသထြက္ခဲ့တယ္။ ဒါေၾကာင့္ ညီမေလးကုိ ဆူလုိက္တယ္။

•	친구끼리	서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သူငယ္ခ်င္း အခ်င္းခ်င္း ရန္မျဖစ္ရဘူးေလ။

•	사소한	일	때문에	말다툼을 했어요.  
အေသးအမႊားကိစၥေၾကာင့္ စကားမ်ားခဲ့တယ္။

오해하다
အထင္လဲြသည္။

사과하다
ေတာင္းပန္သည္။

오해를	풀다
အထင္မွားေနတာကုိ ေျဖရွင္းသည္။

화해하다
ေျပလည္သြားတယ္

•	엄마는	내가	꽃병을	깼다고	오해했지만	곧		

오해를 풀었어요. 
  အေမက ပန္းအိုးကြဲတာ ငါ့ေၾကာင့္လုိ႕ အထင္မွားေနေပမဲ့ 

မၾကာပါဘူး အထင္မွားေနတာေတြ ေျပသြားတယ္။

•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우리는		

서로	화해했어요. 
  သူငယ္ခ်င္းကုိ မွားသြားပါတယ္လုိ႕ ေတာင္းပန္ၿပီး 

ငါတို႔အခ်င္းခ်င္း  ျပန္ေျပလည္သြားတယ္။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ကြက္လပ္ထဲျဖည့္ရန္ မွန္ကန္ေသာ အသုံးကုိေရြးုၿပီး စကားေျပာကုိ ျဖည့္စြက္ပါ။
1)

 
가:	둘이	왜	싸운	거예요?	သူတုိ႕ ႏွစ္ေယာက္က ဘာကိစၥနဲ႕ ရန္ျဖစ္တာလဲ။
나: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루	씨	말을																										.	ငါ့ အျပစ္ပါ။ ငါက ဘာရူ႕စကားကုိ အထင္လြမွဲားခ့ဲတယ္။ 

	 ①	오해했어요	 ②	오해를	풀었어요

2)

 

가:	지훈	씨하고	싸웠어요? ဂ်ီဟြန္းနဲ႕ ရန္ျဖစ္ခဲ့တာလား။

나:	자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다가																										.	

				  ခဏခဏ ငါ့ကုိလ်စ္လ်ဴရုွေနတယ္ ထင္လုိ႔ သည္းခံရင္းကေန ေဒါသထြက္ပစ္လိုက္တယ္။

	 ①	화를	냈어요	 ②	화해했어요

သင္ထားတာေတြကို စဥ္းစားၿပီး ကြက္လပ္ျဖည့္ပါ။

정답 		1)	①		2)	①

110  38 일할	맛이	나요

어휘 2  စကားေျပာ ၂ 동료와의 갈등 လုပ္ေဖာ္ကိုင္ဖက္ ၾကားက ပဋိပက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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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8과_일할 맛이 나요   91

2.   ‘-다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using ‘-다고 하다.’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하다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보기

1)  2)

3)  4)

연습 2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s.

1) 가: 둘이 왜 싸운 거예요? 

 나: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루 씨 말을 .

① 오해했어요    ② 오해를 풀었어요  

2) 가: 지훈 씨하고 싸웠어요?

 나: 자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다가 .

① 화를 냈어요   ② 화해했어요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화해하다

이반 씨가 수피카 씨에게 
사과하다

수피카 씨가 투안 씨를 
때리다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싸움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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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다’	ကုိ သုံးၿပီးဥပမာလုိမ်ိဳး စကားေျပာကို ၿပီးဆုံးေအာင္ျဖည့္စြက္ပါ။
2. ‘-다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하다.	ထူအန္းနဲ႕ ဆူဖီခါနဲ႕ စကားမ်ားၾကတယ္။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ထူအန္းနဲ႕ ဆူဖီခါနဲ႕ စကားမ်ားၾကတယ္လုိ႕ ေျပာတယ္။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화해하다	
																														

																														

이반	씨가	수피카	씨에게	
사과하다	
																														

																														

수피카	씨가	투안	씨를	
때리다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싸움을	하다	
																														

																														

1)

3)

2)

4)

ဒီအသံုးကေတာ့ တစ္ျခားသူဆီက ၾကားလာတာကို ျပန္ေျပာျပတဲ့ အခါသံုးတယ္။ပစၥဳပၸန္ကိုေတာ့ ‘-다고	하다’  
လို႔ေျပာတယ္။ ျဖစ္ၿပီးသား  အတိတ္က ကိစၥကိုက်ေတာ ‘-았/었다고	하다’ လို႔ေျပာခဲ့တယ္။ မျဖစ္ေသးတဲ့ 
အနာဂတ္ကိစၥကို က်ေတာ့ ‘-(으)ㄹ	거라고	하다’ မယ္လို႔ ေျပာတယ္။

동사	(ၾကိယာ)		 형용사	(ျဖစ္ျခင္းျပ/ဂုဏ္ရည္ျပႀကိယာ) 명사	(နာမ္) 

-ㄴ/는다고 하다 -다고 하다 자음	(ဗ်ည္း)	→	이라고 하다 모음	(သရ)	→	라고 하다

가다	→	간다고 하다

먹다	→	먹는다고 하다

바쁘다	→	바쁘다고 하다

많다	→	많다고 하다

학생	→	학생이라고 하다

가수	→	가수라고 하다

·		이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라고 해요.			

	ဒီလူက ကုုိရီးယားမွာ ေပၚျပဴလာအျဖစ္ဆုံး အဆုိေတာ္လို႕ေျပာတယ္။
·		가:	이반	씨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ထူအန္းက အခုေတာ့ ဇာတိေျမကုိ ျပန္ေတာ့မွာတဲ့လား။
				나:	네,	다음	달에	고향으로	간다고 해요.	ဟုတ္ကဲ့၊ ေနာက္လ ဇာတိေျမကုိ ျပန္မယ္လုိ႔ေျပာတယ္။
·		가:	요즘	공장이	좀	바빠진	것	같아요.	အခုတေလာ စက္ရံုကအရမ္းအလုပ္မ်ားလာတယ္ထင္တယ္။
				나:	네,	주문이	늘어서	일이	좀	많다고 해요.		

									ဟုတ္တယ္၊  ေအာ္ဒါေတြတုိးလာလုိ႔  အလုပ္ နည္းနည္း မ်ားတာလုိ႔ေျပာတယ္။

‘-다고	하다’ အသုံးကုိ နားလည္ၿပီလား။ ေအာက္ပါ ဥပမာေတြနဲ႕ စာေၾကာင္းကုိျဖည့္စြက္ပါ။

정답 		1)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화해했다고	해요.					2)	수피카	씨가	이반	씨를	때렸다고	해요.

	 3)	이반	씨가	수피카	씨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4)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싸움을	했다고	해요.

110  38 일할	맛이	나요

문법 2  သဒၵါ ၂ -다고 하다 G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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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분위기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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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 ပံုေတြထဲက အင္ဂ်ဴျမိဳ႕ရဲ႕ ေပ်ာ္ရႊင္စရာ ေကာင္းေသာ အလုပ္ခြင္ ယဥ္ေက်းမႈ အခ်က္ေတြထဲမွာ မပါတာက ဘာလဲ။ 
1. 다음 중 인주시의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이벤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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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분위기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is the news report about the atmosphere in a workplace.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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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주시는 ‘생일 

케이크 선물하기’, ‘동료와 함께 커피 한 잔’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을에는 

‘야구장 가기’, ‘영화 보기’ 등과 같이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주시의 김민수 시장은 직장 분위기도 

이제는 윗사람이 주도하던 엄격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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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시가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

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

하여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주시는 

‘생일 케이크 선물하기’, ‘동료와 함께 커피 

한 잔’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출근하

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

을에는 ‘야구장 가기’, ‘영화 보기’ 등과 같이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

하고 있다. 인주시의 김민수 시장은 직장 분

위기도 이제는 윗사람이 주도하던 엄격한 

분위기에서 직 원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ပ်ာ္ရႊင္တက္ၾကြေသာ အလုပ္ခြင္ အေနအထား ဖန္တီးျခင္း
အင္းဂ်ဴ ျမ ိ ဳ ႕ေတာ္ရ ံ ု းမ ွ  တက္ၾကြေသာ အလုပ ္ခ ြင ္  အေနအထား ဖန္တီးေရးအတြက္ ‘ဝန္ထမ္းမ်ားအတြက္ 
အစီအစဥ္ေပါင္းစံု’ ကို ျပဳလုပ္လ်က္ရွိရာ အမ်ားစိတ္ဝင္စားမႈကို လက္ခံရရွိလ်က္ရွိသည္။ အင္းဂ်ဴျမိဳ႕ေတာ္ရံုးတြင္ 
‘ေမြးေန႔ကိတ္ လက္ေဆာင္ေပးျခင္း’ ‘လုပ္ေဖာ္ကိုင္ဖက္မ်ားႏွင့္ ေကာ္ဖီေသာက္ျခင္း’ အစရွိေသာ အစီအစဥ္မ်ားျဖင့္ 
ဝန္ထမ္းမ်ား ရံုးတက္လိုေသာ အလုပ္ခြင္ျဖစ္ေစရန္ ၾကိဳးပမ္းလ်က္ရွိသည္။ ေဆာင္းဦးရာသီတြင္ ‘ေဘ့စ္ေဘာကြင္း 
သြားျခင္း’ ‘ရုပ္ရွင္ၾကည့္ျခင္း’ စသည့္ ဝန္ထမ္းမ်ားႏွင့္ အတူ လုပ္ေဆာင္ႏုိင္မည့္ အစီအစဥ္မ်ားကို ျပင္ဆင္လ်က္ရွိျပီး 
အင္းဂ်ဴျမိဳ႕ေတာ္ရံုးမွ ျမိဳ႕ေတာ္ဝန္ ဂင္မင္ဆူမွ “အလုပ္ခြင္ အေနအထားကို အထက္လူၾကီးမွ ဦးေဆာင္သည့္ ယခင္ 
တင္းက်ပ္ေသာ အေနအထားမွ ဝန္ထမ္းမ်ား ေပ်ာ္ရႊင္ႏုိင္မည့္ အေနအထားသုိ႔ ေျပာင္းလဲရမည”္ ဟု ဆိုခဲ့သည္။

정답 		1.	③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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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의 호칭
အလုပ္ခြင္တြင္းအေခၚအေဝၚမ်ား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직책에	‘-님’을	붙이세요.	예를	들면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

리님,	주임님,	반장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ကုမၸဏီမွာေတာ့ လူေတြကုိေခၚတဲ့အခါ ရာထူးမွာ ‘-님’ ကုိထည့္ၿပီးေခၚတယ္။ ဥပမာ 사장님,	대리님,주

임님,	반장님. ဆုိၿပီးေခၚရတယ္။

동료나	비슷한	직급의	사람	부를	때	이름에	‘-씨’를	붙이세요.	예를	들면	‘투안	씨’,	‘지훈	씨’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씨’를	붙일	때는	성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လုပ္ေဖာ္ကုိင္ဖက္ျဖစ္ျဖစ္ ရာထူးမကြာတဲ့ သူကိုေခၚတဲ့အခါ  နာမည္မွာ ‘씨’ ထည့္ေပးရတယ္။ ဥပမာ ‘투
안	씨’, ‘지훈	씨’ ဆုိၿပီးေခၚရတယ္။ ‘-씨’ ကုိထည့္ေခၚတဲ႕အခါ မ်ဳိးႏြယ္အမည္ မထည့္လည္း ရတယ္။

그러나	직장	밖에서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에게는	‘형’,	‘누나’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여	친근

함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ဒါေပမဲ့ အလုပ္ခြင္ျပင္ပမွာေတာ့ ပုဂၢဳိလ္ေရးအရ ရင္းႏွီးေသာ သူမ်ားကိုေတာ့ ‘형’, ‘누나’ 
ဆုိၿပီးေခၚတာက ရင္းႏီွးမႈကုိေဖာ္ျပသလိုလည္းျဖစ္ပါတယ္။

갈등 해결 방법 ပဋိပကၡ ေျဖရွင္းနည္း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တစ္ဦးႏွင့္ တစ္ဦး မတူကဲြျပားတာကုိ အသိအမွတ္ျပဳပါ။ တစ္ဖက္လူက မွားလုိ႔ မဟုတ္ဘဲ 
တစ္ဦးႏွင့္တစ္ဦး မတူတာေၾကာင့္ျဖစ္ပါတယ္။

이야기를	잘	들어	주세요.	상대방의	생각,	감정,	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갈등의	원인

을	찾을	수	있어요. 

စကားကို ေကာင္းေကာင္း နားေထာင္ေပးပါ။ တစ္ဖက္လူရဲ႕အေတြး၊ ခံစားခ်က္၊ အေျခအေန စတာနဲ႕ 
ပတ္သက္ၿပီးေကာင္းစြာ နားလည္ေနရင္ ပဋိပကၡျဖစ္ရၿခင္းရဲ႕ အေၾကာင္းအရင္းကို ရွာလုိ႕ရတယ္။

자신의	입장	상황,	가치관	등에	대해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

하세요.

မိမိရဲ႕ ရပ္တည္မွအေျခအေန၊ ယံုၾကည္မႈ စတာေတြနဲ႕ ပတ္သက္ၿပီး တစ္ဖက္လူ သိေအာင္လည္း 
အင္တိုက္အားတုိက္ေဖာ္ျပေပးၿပီး ေသခ်ာစြာအသိေပးရန္ လုိအပ္ပါတယ္။

부탁이나	거절을	할	때는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등의	용어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အကူအညီေတာင္းတဲ့ အခါမွာပဲျဖစ္ျဖစ္ ျငင္းဆုိတဲ့ အခါမွာပဲျဖစ္ျဖစ္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စတဲ့ အသုံးေလးေတြနဲ႕  စကားစေျပာတာ ေကာင္းတယ္။

화가	나면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세어	보세요.	화를	참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ဒါသျဖစ္လာရင္ ဂဏန္း ၁ကေန ၁ဝအထိ ေရၾကည့္ပါ။ ေဒါသကုိ မထိန္းႏုိင္ရင္ ေနာက္ပိုင္း 
ေနာင္တရစရာ ကိစၥေတြေပၚလာလိမ့္မယ္။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သာ အေျဖကုိ ေရြးပါ။

ေမးခြန္း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ကုိေရြးပါ။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그건	오해예요.	 ②	벌써	화해했어요.

	 ③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④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4.	 ①	네,	규율이	좀	엄격해요.	 ②	네,	서로	위해	주는	편이에요.

	 ③	상사가	좀	무서운	편이에요.	 ④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의	회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ယာက်္ားေလးရဲ႕ ကုမၸဏီအေနအထားက ဘယ္လုိလဲ။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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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그건 오해예요.  ② 벌써 화해했어요. 

③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④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4. ① 네, 규율이 좀 엄격해요. ② 네, 서로 위해 주는 편이에요. 

③ 상사가 좀 무서운 편이에요.   ④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의 회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Track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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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ထားပါ။

ေမးခြန္း ၃နဲ႕ ၄ကေတာ့ ေမးခြန္း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၅ကေတာ့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ထား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Track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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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ဒီလူက ဘယ္သူလဲ။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ဒီလူက အခု ဘာလုပ္ေနတာလဲ။

	 ①			 ②			 ③			 ④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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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상사입니다. အထက္လူၾကီး ျဖစ္ပါသည္။
	 ②	남:	동료입니다. လုပ္ေဖာ္ကုိင္ဖက္ ျဖစ္ပါသည္။
	 ③	남:	윗사람입니다. အထက္ကလူ ျဖစ္ပါသည္။
	 ④	남:	부하	직원입니다. လက္ေအာက္ဝန္ထမ္း ျဖစ္ပါသည္။
2.	①	여:	때리고	있습니다. ရိုက္ေနပါသည္။
	 ②	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ဒါသထြက္ေနပါသည္။
	 ③	여: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တာင္းပန္ေနပါသည္။
	 ④	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ရန္ျဖစ္ေနပါသည္။
3.	남: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တာင္းပန္ပါတယ္။ ကြ်န္ေတာ္အထင္လဲြသြားတယ္။
4.	여:	직장	분위기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လုပ္ငန္းခြင္အေနအထားက သာသာယာယာရိွတယ္လုိ႕ ထင္ရတယ္။
5.	남:	수피카	씨	회사는	어때요?	ဆူဖီခါ ့ကုမၸဏီက ဘယ္လုိလဲ။

 여: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서로	위해	주고,	배려해	주는	편이에요.	

            လုပ္ေဖာ္ကုိင္ဖက္ေတြက အရမ္းေကာင္းၾကတယ္။ အခ်င္းခ်င္း ကူညီေဖးမေပးၿပီး၊ စာနာနားလည္ေပးတဲ့ 
သေဘာရိွတယ္။

 남:	정말	부럽네요. တကယ္ အားက်တယ္ဗ်ာ။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②		2.	②		3.	③		4.	②		5.	①

정답 		1.	①

남:	미안해요.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ဆာရီးပါ။ မေန႕က င့ါဘက္က နည္းနည္း လြန္သြားတယ္။

여:	아니에요.	저도	잘한	것이	없는데요,	뭐. မဟုတ္ပါဘူူး။ ငါလည္းမွန္တာမွ မရွိတာပဲကုိ၊ ေနာ္။

남:	어제는	좀	피곤해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မေန႕က နည္းနည္း ပင္ပန္းေနတာနဲ႕  စိတ္္တုိလြယ္သြားတာ ထင္ပါတယ္။

여:			저도	미안해요.	먼저	사과해	줘서	고마워요.		

ငါလည္း ေတာင္းပန္ပါတယ္။ အရင္ ေတာင္းပန္ေပးတ့ဲအတြက္ ေက်းဇူးတင္ပါ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14  38 일할	맛이	나요 38 အလုပ္လုပ္ရက်ဳိး နပ္တယ္။	 115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ကုိက္ညီတာကို ေရြးပါ။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သူတုိ႔  ႏွစ္ေယာက္ အခု ဘာလုပ္ေနတာလဲ။

	 ①	화해를	한다.	 ②	약속을	한다.	 ③	회의를	한다.	 ④	말다툼을	한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38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서로에게	웃는	얼굴

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화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방법입

니다. 
အလုပ္ခြင္ အေနအထားကုိ ေကာင္းေအာင္ ဖန္တီးဖို႕အတြက္ လူတိုင္း ၾကိဳးစားဖို႕ လုိအပ္ပါတယ္။ အလုပ္ထဲမွာ 
အျပန္အလွန္ ျပံဳးျပံဳးရႊင္ရႊင္နဲ႕ စကားေျပာဆုိတာ ေကာင္းတယ္။ ေနာက္ၿပီး အခ်င္းခ်င္း စာနာနားလည္တတ္တဲ့ 
စိတ္ကုိ ေမြးမယ္ဆိုရင္ စိတ္တိုတာမ်ိဳးလည္း မရိွနိုင္ေတာ့ဘူး၊ ေဒါသမထြက္ခင္မွာ တစ္ဖက္လူရဲ႕ စိတ္ကုိ 
တစ္ခ်က္ေလာက္ စဥ္းစားေပးတာလည္း ေပ်ာ္စရာအလုပ္ခြင္ ဖန္တီးတဲ့ နည္းလမ္းျဖစ္ပါတယ္။

   38과_일할 맛이 나요   9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상사      ② 부하

  ③ 동료         ④ 친구

2.  ① 때리고 있습니다.    ②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③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④ 다른 사람에게 맞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여: 아직도 수미 씨에게 화가 났어요?

 남: 아니요, 벌써 .

① 오해했어요 ② 화해했어요 ③ 짜증을 냈어요 ④ 싸움을 했어요

4. 남: 수미 씨 직장은 규율이 엄격한 편이에요? 

 여: 아니요, 좀 .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① 나빠요 ② 엄격해요 ③ 위해줘요    ④ 자유로워요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서로에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화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 웃기 ② 화내기     ③ 배려하기    ④ 오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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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စာလံုး၊ စာေၾကာင္းကုိ ေရြး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①	상사	 ②	부하

③	동료	 ④	친구

①	때리고	있습니다.	

②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③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④	다른	사람에게	맞고	있습니다.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ကုိ ေျဖပါ။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 ေနရာမွာဝင္မယ့္ သင့္ေတာ္ေသာစကားကုိေရြးပါ။
					①	웃기		 ②	화내기		 ③	배려하기		 ④	오해하기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၃နဲ႕ ၄ကေတာ့ မွန္ကန္ေသာ စာလံုး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၅ကေတာ့ 
စာပိုဒ္ကို ဖတ္ၿပီး ေမးခြန္းေျဖေ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၃နဲ႕ ၄ကေတာ့ သင့္ေတာ္ေသာ စာလံုး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နံပါတ္ 
၅ကေတာ့ စာပိုဒ္ကို ဖတ္ၿပီး ေမးခြန္း ေျဖေပးရမွာ ျဖစ္ပါတယ္။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④		5.	②

Jam 2 Sore.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မွန္ကန္ေသာ အသုံးကိုေရြးၿပီး စာေၾကာင္းကုိျဖည့္စြက္ပါ။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여:	아직도	수미	씨에게	화가	났어요?	အခုထိ ဆူမီကုိ စိတ္ဆုိးေနတုန္းလား။
남:	아니요,	벌써																											.	မဟုတ္ပါဘူး၊ အေစာၾကီးကတည္းက ျပန္သင့္ျမတ္သြားပါၿပီ။

					①	오해했어요		 ②	화해했어요		 ③	짜증을	냈어요		 ④	싸움을	했어요

4.

 

남:	수미	씨	직장은	규율이	엄격한	편이에요? ဆူမီ႕ အလုပ္ကေကာ စည္းကမ္းတင္းၾကပ္လား။
여:	아니요,	좀																											.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ဟင့္အင္း၊ နည္းနည္း လြတ္လပ္ပါတယ္။ ဒါေၾကာင့္ အလုပ္ဆင္း၊ အလုပ္ျပန္ခ်ိန္ဆုိၿပီး သပ္သပ္ မရွိဘူး။

					①	나빠요		 ②	엄격해요		 ③	위해줘요		 ④	자유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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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②		3.	④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1.

	

저는														에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쉽니다.	

ကြ်န္ေတာ္က ၾကားရက္မွာေတာ့ မနက္ ၉နာရီမွ ၆နာရီအထိအလုပ္လုပ္တယ္။ ဒါေပမဲ့ စေန၊ တနဂၤေႏြ 
ပိတ္ရက္ေတာ့ နားတယ္။

	 		

				 ①	저녁	 ②	휴일	 ③	오전	 ④	평일

2.

	

저는	배드민턴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까운	공

원에															배드민턴을	치곤	합니다.	

ကြ်န္ေတာ္ကေတာ့ ၾကက္ေတာင္ရိုက္ရတာကုိ သေဘာက်တယ္။ ဒါေၾကာင့္ အခ်ိန္ရရင္ အလုပ္က 
လုပ္ေဖာ္ကုိင္ဖက္ေတြနဲ႕အတူ နီးစပ္ရာပန္းျခံသို႕ သြားၿပီး  ၾကက္ေတာင္ရိုက္ေလ့ရိွတယ္။

	

			 ①	가며	 ②	가서	 ③	보내며	 ④	보내서

3.

	

저는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작업장	청소를	합니다.	작업장이															하루

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ကြ်န္ေတာ္ကေတာ့ အလုပ္တက္ခ်ိန္ထက္  မိနစ္ ၃၀ေစာ၍ အလုပ္သြားၿပီး  အလုပ္ခြင္သန္႔ရွင္းေရး လုပ္တယ္။ 
အလုပ္ခြင္က သန္႕ရွင္းေနရင္  တစ္ေန႔တာကို စိတ္ေပ်ာ္ရႊင္စြာနဲ႕ စလုိ႔ရတယ္။

	

			 ①	조용해지면	 ②	더러워지면	 ③	복잡해지면	 ④	깨끗해지면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발음 အသံထြက္             P-17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ဗ်ည္းႏွစ္လံုးဆံုၾကရင္ အသံေျပာင္းပါတယ္။ ဒါေပမဲ့ လွ်ာလိပ္သံနဲ႔ သံျပတ္ဆံုရင္ေတာ့ 
အသံမေျပာင္းပါဘူး။

(1)	딸기,	얼굴,	날개,	갈비

(2)	슬기,	즐기다,	질기다	

(3)	딸기가	맛있어요.	/	즐거운	방학이에요.



စက္ရုံမွဴးက ကုမၸဏီညစာစားပဲြ လုပ္မယ့္အေၾကာင္းကုိ ဝန္ထမ္းေတြသိေအာင္ ေၾကညာေပးတယ္။ 
စကားေျပာကို ႏွစ္ေခါက္နားေထာင္ၿပီး လိုက္ဆိုပါ။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ဒီေန႕ ကုမၸဏီညစာစားပဲြ လုပ္ရေအာင္လို႔ေျပာတယ္။

1. 이번 주 금요일에 어디에서 회식을 해요? ဒီအပတ္ေသာၾကာေန႕ဘယ္ေနရာမွာညစာစားပဲြလုပ္မွာလဲ။

2. 회식 2차는 무엇을 먹으러 가요? ညစာစားပဲြ ဒုတိယပဲြဆက္က ဘာစားဖို႔သြားမွာ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해요.		2.	맥주에	치킨을	먹으러	가요.

공장장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회식하자고 한 거 모두 

기억하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အားလံုးပဲ၊ ဒီအပတ္ ေသာၾကာေန႕ညေနမွာ ညစာစားပဲြလုပ္မယ္လို႕ ေျပာထားတာ 

အားလုံး မွတ္မိၾကတယ္မဟုတ္လား။  တစ္ေယာက္မက်န္ တက္ေရာက္ၾကရမယ္ေနာ္။

모니카	 	설마 오늘도 삼겹살은 아니지요?
  မဟုတ္မွလဲြေရာ  ဒီေန႕လည္း သုံးထပ္သားကင္မဟုတ္ေလာက္ပါဘူးေနာ္။

공장장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삼겹살집으로  

정했는데, 별로예요?
  အားလုံး ႏွစ္သက္မယ္ထင္လုိ႔ ဒီတစ္ေခါက္လည္း  သုံးထပ္သားကင္ဆုိင္လုိ႕ 

သတ္မွတ္လိုက္တာ၊  သိပ္သေဘာမက်ဘူးလား။

모니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2차는 치킨 먹으러  
가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에 치킨 좋잖아요.

  ဟင့္အင္း၊ အဲလုိသေဘာမ်ိဳး မဟုတ္ပါဘူး။ အဲဒီအစား ဒုတိယပဲြဆက္ကုိေတာ့ 
ၾကက္ေၾကာ္သြားစားမယ္။ ရာသီဥတုလည္း ပူေတာ့ ဘီယာေအးေအးေလးနဲ႕ 
ၾကက္ေၾကာ္  ေကာင္းတယ္မဟုတ္လား။

공장장	 	당연하지요. 좋습니다. 그럼 1차는 삼겹살, 2차는  

치맥입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어 봅시다.
  ဒါေပါ ့သိပ္ေကာင္းတာေပါ့။ ဒါဆုိ ပထမပဲြကေတာ့ သုံးထပ္သားကင္၊ ဒုတိယပဲြကေတာ့ 

ၾကက္ေၾကာ္နဲ႕ ဘီယာျဖစ္ပါတယ္။ ဒီေန႕ေတာ့ ဗိုက္ကြဲထြက္ေအာင္ စားၾကရေအာင္။

모니카	 	네, 모처럼 포식하겠네요.
 ဟုတ္ကဲ့၊  အၾကာၾကီးေနမွ အလွ်ံပယ္ စားရေတာ့မယ္။

빠짐없이 မက်န္ေအာင္
·	여행에	가져갈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겼다.

  ခရီးမွာယူေဆာင္သြားမယ့္ ပစၥည္းေတြမက်န္ေအာင္ယူ ခဲ႕တယ္။ 

배 터지게 먹다 
ဗုိက္ကြဲထြက္ေအာင္ စားသည္။

모처럼

အေတာ္ေလးၾကာမွ၊
အၾကာၾကီးေနမွ

·	모처럼	가족과	외식을	

하려고	해요.

  မိသားစုနဲ႔ အျပင္စာ 

မစားရတာၾကာျပီမုိ႔ 

သြားမလို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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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ကုမၸဏီညစာစားပဲြ ေၾကညာျခင္း ဝန္ထမ္းအသစ္မိတ္ဆက္ျခင္း။

□သဒၵါ  -자고 하다, -(으)라고 하다

□ေ၀ါဟာရႏွင့္ အသံုးမ်ား  ကုမၸဏီညစာစားပဲြ ကုမၸဏီဝန္ထမ္းအခ်င္းခ်င္း စုေဝးျခ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ရဲ႕ ကုမၸဏီညစာစားပဲြ ယဥ္ေက်း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21



‘회식’ အဓိပၸါယ္ကေတာ့ အလုပ္သမားေတြဆံုၿပီး အျပင္မွာညစာစားေသာပဲြ ျဖစ္ပါတယ္။ ပဲြနဲ႕ 
ပတ္သက္ေသာ ေဝါဟာရမ်ားကို ရွာၾကည့္ၾကရေအာင္။

회식을	하다
ညစာစားပဲြလုပ္သည္။

빠지다
က်န္ရစ္သည္၊ က်န္ခဲ့သည္

참석하다
တက္ေရာက္သည္။

한턱내다
ဝယ္ေကြ်းသည္။

한잔하다
တစ္ခြက္ေသာက္သည္။

2차에	가다
ဒုတိယပဲြဆက္သြားသည္။

술을	받다
အရက္လက္ခံသည္။

건배하다
ခ်ီးယားလုပ္သည္။

စကားေျပာကုိ ဖတ္ၿပီး မွန္ကန္ေသာ ပံုကုိ (ဥပမာ)ထဲက ေရြးပါ။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1)

 
가:	오늘	승진하신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그림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그림 

보기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ရီဟန္၊ ဒီေန႔ အပိုဆုေၾကး ရတယ္ဆုိ။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ဟုတ္ကဲ့၊ ရုတ္တရက္ သူေဌးျဖစ္သြားသလိုပဲ။  
ကြ်န္ေတာ္ ဒီေန႕ ဝယ္ေကြ်းပါ့မယ္။

그림 ①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ပါစာေၾကာင္းမ်ားကို ျဖည့္စြက္ပါ။

정답 		1)	②		2)	③

① ② ③ ④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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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회식 ကုုမၸဏီညစာစား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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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자고	하다’ ကုိသုံးၿပီး ဥပမာ ေပးထားသလုိမ်ိဳး စာေၾကာင္းကုိ ျဖည့္စြက္ပါ။

9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picture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s the situation.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보기

1) 가: 오늘 승진하신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보기

① ② ③ ④ 

2.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sentences using ‘-자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보기

1)  2) 

3)  4) 

그림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2차로 노래방에 

가요.

①

그림  

그림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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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ဂ်ီဟြန္းက ခဏေန ေတြ႕ရေအာင္လုိ႕ ေျပာတယ္။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1)	

3)

2)	

4)

지훈씨가																										.

지훈씨가																										.

지훈씨가																										.

지훈씨가																										.

2차로 
노래방에 가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정답 		1)	술을	마시자고	해요			 2)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요

	 3)	다음	주에	회식을	하자고	해요		4)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해요

တစ္ခုခုကို အတူလုပ္ရေအာင္ဆိုၿပီး ေျပာတာကို တစ္ဆင့္ျပန္ျပာနည္းနဲ႕ ေျပာတာျဖစ္ၿပီး အသတ္ပါပါ၊ မပါပါ 
ပံုစံတူတူပဲ သံုးတယ္။ 

·	가:	지훈	씨가	뭐라고	해요?	ဂ်ီဟြန္းက ဘာေျပာတာလဲ
				나:	오늘	같이	운동하자고 해요.	ဒီေန႔ အတူတူ အားကစား လုပ္ၾကစုိ႔လို႔ ေျပာတယ္။ 
·	가:	이번	주말에	어디로	갈까요?	ဒီတစ္ေခါက္ စေနတနဂၤေႏြ ဘယ္ကုိ သြားၾကမလဲ။
				나: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등산을	가자고 하는데요.			
	 ရာသီဥတုက ေကာင္းေတာ့ အတူတူ ေတာင္တက္သြားၾကစို႔လုိ႔ ေျပာပါတယ္။ 
·	가:	오늘	퇴근하고	약속	있어요?	 ဒီေန႕ အလုပ္ျပန္ရင္ ခ်ိန္းထားတာ ရိွလား။
				나:	이반	씨가	영화를	보자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အီဗန္က ရုပ္ရွင္ ၾကည့္ၾကစို႔လို႔ ေျပာတယ္ အတူ သြားၾကမလား။

‘-자고	하다’ အသုံးကိုနားလည္သြားၿပီလား။ ေအာက္ပါဥပမာေတြကို တဆင့္စကားေျပာ 
ပံုစံသို႔ေျပာင္း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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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자고 하다 G39-1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바람 좀 쐬고 올게요. ေလညႇင္းခံၿပီး ျပန္လာခဲ့မယ္။

가:	어디	가요?	ဘယ္သြားမလုိ႔လဲ။
나: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머리가	아파서요.	ေလညႇင္းခံၿပီး ျပန္လာခဲ့မယ္။ ေခါင္းကိုက္လုိ႔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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စက္ရံုမွဴးက ဝန္ထမ္းအသစ္ေတြကို မိတ္ဆက္ေပးေနတယ္။ စကားေျပာကို 
ႏွစ္ေခါက္နားေထာင္ၿပီး လိုက္ဆိုပါ။

공장장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타타 씨예요.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됐어요.

   ကဲ၊ ဒီကုိ ခဏၾကည့္ပါ။ မိတ္ဆက္ေပးရမယ့္ သူရိွေနတယ္။ ထာထာျဖစ္ပါတယ္။ 
ေနာက္လကစၿပီး အတူတူတြဲၿပီး အလုပ္လုပ္ရမယ့္ သူျဖစ္ပါတယ္။

타   타	 	안녕하세요. 타타 이스모노입니다. 타타라고 불러 
주세요.

  မဂၤလာပါ။  ထာထာအီစမိုနို ျဖစ္ပါတယ္။ ထာထာလုိ႔ေခၚေပးပါ။

지   훈	 	타타 씨, 환영합니다. 공장장님, 새 식구도 생기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단합 대회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ထာထာ၊ ၾကိဳဆုိပါတယ္။ စက္ရံုမွဴး၊ မိသားစုဝင္အသစ္ ေပၚလာၿပီး အခုတေလာ 
ရာသီဥတုကလည္း ေကာင္းေနေတာ့ စုေပါင္းပဲြေလးပဲျဖစ္ျဖစ္ တစ္ခါေလာက္ 
လုပ္လုိက္တာ ဘယ္လုိလဲဟင္။

공장장	 	그럴까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လုပ္မလား၊ ေကာင္းတယ္။ တျခားသူေတြေကာ ဘယ္လုိသေဘာရလဲ။

모   두	 	좋습니다.
 ေကာင္းပါတယ္။

공장장	 	그럼, 다음 주에 일 끝나면 오랜만에 한번 뭉칩시다.
  ဒါဆို ေနာက္အပတ္ အလုပ္သိမ္းရင္ တစ္ေခါက္ စုၾကတာေပါ့။ မစုရတာလည္း 

ၾကာျပီ။

-는 게 어떨까요?

-(ႀကိယာ)လုပ္တာ  
မေကာင္းဘူး လား၊ 

အၾကံဥာဏ္ တစ္ခုခုကုိ ေပးတဲ့အခါ 

သုံးတယ္။

·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요?	

  ပိတ္ရက္မွာ ရာသီဥတုေကာင္း 
ရင္ နီးနီးနားနား ခရီးထြက္တာ 
မေကာင္းဘူးလား။

생기다 ျဖစ္ေပၚလာသည္။
မရွိတဲ့အရာက အသစ္ 
ျပန္ရွိလာတယ္။ 
·	회사	앞에	치킨집이	새로	
생겼어요.	

  ကုမၸဏီေရွ႕မွာၾကက္ေၾကာ္ဆုိင္အသစ္ေပၚလာတယ္။ 

1. 공장장이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စက္ရံုမွဴး မိတ္ဆက္ေပးတဲ့သူက ဘယ္သူလဲ။

2. 언제 단합 대회를 해요? ဘယ္ေတာ့စုေပါင္းေတြ႕ဆုံပဲြ လုပ္မွာ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동사	‘주다’는	목적어를	받는	대상에	따라	간접화법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달라진다.	목적어를	받는	대상이	화자	자신인	경우	‘-아/어		

달라고	하다’를	사용한다.	ၾကိယာ ‘주다’ ကေတာ့ ပစၥည္းလက္ခံတဲ့ သူေပၚမူတည္ၿပီး တစ္ဆင့္ျပန္ေျပာတဲ့အခါမွာ သံုးေသာ 
ၾကိယာက မတူညီီ၊ ကြဲျပားပါတယ္။ ပစၥည္းလက္ခံတဲ့သူက ေျပာသူ(မိမိ)ဆုိရင္  
‘아/어	달라고	하다’ ဆုိၿပီးသုံးရၿပီး လက္ခံသူက တစ္ျခားသူဆိုရင္္ ‘아/어	주라고	하다’ ဆုိၿပီးသုံးရတယ္။
1)	영수:	점심	좀	사주세요.	ေန႕လယ္စာ ဝယ္ေကြ်းပါ။
	 민수:	뭐라고	했어요?	ဘာေျပာလုိက္တာလဲ။
	 영수:	점심	좀	사달라고	했어요.	ေန႕လယ္စာ ဝယ္ေကြ်းပါလုိ႔ေျပာတာ။
2)	수지:	사장님이	이거	민수	씨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셨어요.	သူေဌးက ဒီဟာကုိ မင္ဆူဆီ သြားေပးေပးပါလုိ႕ ေျပာခဲ့တယ္။
	 민수:	네,	고마워요.	ဟုတ္ကဲ့၊ ေက်းဇူးတင္ပါတယ္။

정답 		1.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될	새	직원이에요.		2.	다음	주에	일이	끝나면	해요.

39 ဒီေန႕ ကုမၸဏီညစာစားပဲြ လုပ္ရေအာင္လို႔ေျပာတယ္။	 121

Tip  -아/어 달라고 하다, -아/어 주라고 하다 -ေပးပါလုုိ႔ေျပာတယ္။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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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လုပ္ခြင္တြင္း ဆံုစည္းမုွေတြက ဘာေတြရိွမလဲ ၾကည့္ရေအာင္။

환영하다
ၾကိဳဆုိသည္။

축하하다
ဂုဏ္ျပဳသည္။

환송하다
လမ္းခဲြႏုွတ္ဆက္သည္။

친해지다
ရင္းႏွီးကြ်မ္းဝင္ရိွလာသည္။

단합대회
စံုေပါင္းေတြ႕ဆုံပဲြ

등반	대회
ေတာင္တက္ၿပိဳင္ပဲြ

야유회
ေပ်ာ္ပဲြစား

체육대회
အားကစားၿပိဳင္ပဲြ

•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파티가	있어요.	ဝန္ထမ္းအသစ္ေတြကုိ ၾကိဳဆုိေသာ ပါတီရွိတယ္။
•	카림	씨를	환송하려고	공항에	갔어요. ခါလင္းကုိ လုိက္ပုိ႔ဖုိ႔ ေလဆိပ္ကုိ သြားခ့ဲတယ္။
•	김	부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ဆရာဂင္၊ ရာထူးတုိးတာ ဂုဏ္ယူပါတယ္။
•	우리는	회식	자리에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ငါတို႕ ကုမၸဏီညစာစားပြဲ ေနရာမွာ ရင္းႏွီးသြားခဲ့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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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the pictures.

1)  가: 리한 씨, 승진 . 

  나: 네, 감사합니다.

2)   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나: 네, 새로 온 리한 씨를  자리예요.

3)  가: 어제 단합 대회 재미있었어요?

  나:   네, 회사 사람들하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 만나니까 

더  것 같아요.

2.   ‘-(으)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complete, create sentences using ‘-(으)라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 전화하라고 했어요.

보기

1)  3) 

2)  4) 

먼저 가세요.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여기에 담으세요.

이따가 

전화하세요.

늦지 마세요.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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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ပံုကုိၾကည့္ၿပီး စကားေျပာကုိ ၿပီးေအာင္ျဖည့္စြက္ပါ။

1)	

2)

3)

가:	리한	씨,	승진																												.	ရီဟန္၊ ရာထူးတိုးသြားတာ ဂုဏ္ျပဳပါတယ္။ 
나:	네,	감사합니다.	ဟုတ္ကဲ့၊ ေက်းဇူးတင္ပါတယ္။

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ဒီေန႕ညေန ကုမၸဏီညစာစားပဲြ ရိွလား။
나:		네,	새로	온	리한	씨를																													자리예요.		 	

 ဟုတ္ကဲ့၊ အသစ္ေရာက္လာတဲ့ ရီဟန္ကုိ ၾကိဳဆုိေသာ ေနရာျဖစ္ပါတယ္။

가:	어제	단합	대회	재미있었어요?	မေန႕က စုေပါင္းေတြ႕ဆုံပဲြ ေပ်ာ္ဖို႕ေကာင္းခဲ့လား။
나:		네,	회사	사람들하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	만나니까		더																			것	같아요.			

			ဟုတ္ကဲ့၊ ကုမၸဏီက လူေတြနဲ႕ ကုမၸဏီမဟုတ္တဲ့ ေနရာမွာေတြ႕ရတာေၾကာင့္ ပိုၿပီး 
ရင္းႏွီးသြားတယ္လို႕ ထင္ရတယ္။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ပါစာေၾကာင္းမ်ားကို ျဖည့္စြက္ပါ။

정답 	1)	축하해요		2)	환영하는		3)	친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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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စကားေျပာ ၂ 직장에서의 모임 အလုပ္ခြင္တြင္း ဆံုစည္း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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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သူက တျခားသူရဲ႕ စကားကုိ တစ္ဆင့္ျပန္ေျပာတဲ့အခါ သံုးပါတယ္။ တစ္ဆင့္စကားက အမိန္႔ေပးဝါက်ျဖစ္ရင္ 
‘-(으)라고	하다’ ကုိ သံုးပါတယ္။ 

자음	(ဗ်ည္း)	→	-으라고 하다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라고 하다

읽다	→	읽으라고 한다
사다	→	사라고 한다

만들다	→	만들라고 한다

·	가:	공장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စက္ရံုမွဴးက ဘာေျပာလဲ။
				나:	오늘	모두	회식에	참석하라고 하세요.	ဒီေန႕ ကုမၸဏီ ညစာစားပဲြကုိ အားလုံး တက္ေရာက္ရမယ္လုိ႕ ေျပာတယ္။
·	가:	사장님께서	아직	안	오셨네요.	သူေဌးကအခုထိ မလာေသးဘူး။
				나:	네,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먹으라고 하세요.			

									ဟုတ္ကဲ့၊ နည္းနည္းေနာက္က်မယ္လုိ႔ ထင္တယ္။ ငါတုိ႕ကုိ အရင္စားထားလုိ႔ ေျပာတယ္။
·	가:	어렵지	않았어요?	မခက္ဘူးလား။
				나:	조금	어려워서	한국인	친구한테	도와 달라고 했어요.		

	 နည္းနည္းခက္လုိ႕  ကုိရီးယား  သူငယ္ခ်င္းကုိ ကူညီေပးပါလုိ႕ ေျပာထားတယ္။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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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picture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s the situation.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보기

1) 가: 오늘 승진하신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보기

① ② ③ ④ 

2.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sentences using ‘-자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보기

1)  2) 

3)  4) 

그림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2차로 노래방에 

가요.

①

그림  

그림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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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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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sentences using ‘-자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보기

1)  2) 

3)  4) 

그림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2차로 노래방에 

가요.

①

그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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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으)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훈	씨가	이따 전화하라고 했어요.	

ဂ်ီဟြန္းက ခဏေန ဖုန္းဆကက္ပါလုိ႔ ေျပာတယ္။

이따가 

전화하세요.

먼저 가세요. 늦지 마세요.1)	

3)

2)	

4)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여기에 

담으세요.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으)라고	하다’ အသံုးကို နားလည္သြားၿပီလား။ ေအာက္ပါဥပမာၾကည့္ၿပီး တစ္ဆင့္ျပန္တင္ျပတဲ့ပံုစံ 
ေျပာင္းပါ။

정답 	1)	먼저	가라고	해요		2)	늦지	말라고	해요		3)	두꺼운	옷을	입으라고	해요		4)	여기에	담으라고	해요

‘-(으)라고	하다’ ကုိသုံးၿပီး ဥပမာအတိုင္း စာေၾကာင္းကုိ ၿပီးေျမာက္ေအာင္ ျဖည့္စြက္ပါ။

122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문법 2  သဒၵါ ၂ -(으)라고 하다 G39-2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손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နည္းနည္း ျပင္မွရမယ္ထင္တယ္။ 

가:	에어컨을	켜도	별로	시원하지	않네요.	အဲယားကြန္းဖြင့္လည္း သိပ္မေအးဘူးေနာ္။
나:	네,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ဟုတ္ကဲ့၊ နည္းနည္းျပင္္မွ ရမယ္ထင္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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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한국 상사 회식 안내>

김민수 씨 승진 축하 겸 단합대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세요.

장소: 한국 식당
시간: 3월 25일 (목) 오후 6시
전화번호: 02-400-5000

회식을 알리는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is is the announcement concerning the company dinner.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1. 동료에게 회식을 안내하는 문자를 고르세요.

①  ②

③  ④

10:25

민수 씨, 이따 한 잔 

하지 않을래요? 6시

에 한국 식당 앞에서 

만나요.

10:25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

어요. 한국 식당에서 

6시에 만나요.

꼭 참석하세요.

10:25

민수 씨, 저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생일 파티에 못 가요. 

수루 씨에게 생일 축하

한다고 전해주세요.

10:25

민수 씨, 승진 축하해요. 

언제 술 한잔해요. 승진 

턱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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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မၸၸဏီညစာစားပဲြ အသိေပးေၾကညာစာ ျဖစ္ပါတယ္။  ေသခ်ာ ဖတ္ၾကည့္ၿပီး ေမးခြန္းေျဖပါ။

လုပ္ေဖာ္ကုိင္ဖက္ေတြကုိ  ကုမၸဏီညစာစားပဲြကုိ လမ္းညႊန္ေပးတဲ့  စာကုိေရြးပါ။

<한국 상사 회식 안내>
<ဟန္းဂု ကုန္သြယ္ေရး ညစာစားပြဲ လမ္းညႊန္> 

김민수	씨	승진	축하	겸	단합대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세요.

ဂင္မင္ဆူ ရာထူးတုိး ဂုဏ္ျပဳရင္း စုေပါင္းေတြ႕ဆုံပဲြက်င္းပျခင္း ျဖစ္ပါတယ္။  
တစ္ေယာက္မက်န္  အကုန္တက္ေရာက္ေပးပါ။

장소:	한국	식당
ေနရာ-ကိုရီးယားစားေသာက္ဆုိင္
시간:	3월	25일	(목)	오후	6시
အခ်ိန္- ၃လပုိင္း ၂၅ရက္(ၾကာသပေတး) ညေန ၆နာရီ
전화번호:	02-400-5000
ဖုန္းနံပါတ္-၀၂-၄၀၀-၅၀၀၀

회식을 알리는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동료에게 회식을 안내하는 문자를 고르세요.

①

③

②

④

민수	씨,	이따	한	잔

하지	않을래요?	6시

에	한국	식당	앞에서

만나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한국	식당에서

6시에	만나요.

꼭	참석하세요.

민수	씨,	저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생일	파티에	못	가요.

수루	씨에게	생일	축하

한다고	전해주세요.

민수	씨,	승진	축하해요.

언제	술	한잔해요.	승진

턱	내세요.

정답 	1.	③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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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회식 문화 
ကိုရီးယားရဲ႕ ညစာစားပဲြယဥ္ေက်းမႈ

회식  ကုမၸဏီညစာစားပဲြ

한국의	회식	문화는	단순히	동료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즐

기는	것을	넘어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ကုိရီးယားရဲ႕ ကုမၸဏီညစာစားပဲြ ယဥ္ေက်းမႈကေတာ့ 
သာမန္လုပ္ေဖာ္ကုိင္ဖက္ေတြနဲ႕ အတူ အရက္နဲ႕ အစားအေသာက္ 
ေသာက္စားတဲ့ အဆင့္ကုိေက်ာ္လြန္ၿပီး အလုပ္ခြင္ဘဝရဲ႕ 
ေနာက္ဆက္တြဲလုိ႔ နားလည္ယူဆၾကတ့ဲ ထူးျခားတဲ့ 
ေနရာတစ္မ်ဳိးျဖစ္ပါတယ္။

회식은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로,	회사	조직원들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ညစာစားပဲြကေတာ့ ကုိရီးယားရဲ႕အဖဲြ႕အစည္း ယဥ္ေက်းမႈအေနနဲ႕၊ ကုမၸဏီ ဝန္ထမ္းေတြရဲ႕ ဆက္ဆံေရးမွာ ေကာင္းမြန္ေ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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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의 회식 문화 The company dinner culture of Korea

회식 The company dinner

  한국의 회식문화는 단순히 동료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A company dinner in Korea is more than entertaining oneself with his/
her colleagues over food and drink, as it is considered a part of business 
and work.

회식은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로, 회사 조직원들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It is a very unique part of the business culture in Korea. It is acknowledged 
as a way to raise a team spirit and create positive and intimate relations 
among colleagues.

술자리 예절 Drinking Manners in Korea

회식에 가면 보통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도 마련됩니다. 마시는 술의 종류는 보통 

소주, 맥주 혹은 한국 고유의 술인 막걸리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를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술을 마시지 않는데 잔에 받았을 

경우, 그냥 내려놓지 말고 가볍게 입에 댄 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Going out to dinner with colleagues usually includes food and drink, and typical alchoholic beverages are soju, beer, or 
Makgeolli, a wheat-and-rice-based alcohol native to Korea. If one doesn’t drink for a religious reason, it is advised that one inform 
others and excuse himself/herself from drinking beforehand. In the case one doesn’t wish to drink and is off ered a drink, it is 
recommended that s/he slightly touch the glass to one’s lips and put the glass down.

술을 받거나 따를 때 다음과 같이 하세요.

Do the following when pouring or receiving drinks

상사에게 술을 따를 때 상사에게서 술을 받을 때 상사 앞에서 술을 마실 때
When pouring drinks to one’s 

superiors
When pouring drinks from one’s 

superiors 
When drinking with one’s 

superiors

두 손으로 따릅니다. 두 손으로 받습니다.
One should use both hands. One should receive with 

both hands.
One should turn away.

고개를 상사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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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술을	따를	때 
အထက္လူၾကီးကုိ 

အရက္ငဲွ႕ေပးတဲ့အခါ

상사에게	술을	받을	때 
အထက္လူၾကီးဆီမွ အရက္  

လက္ခံတဲ့အခါ

상사	앞에서	술을	마실	때 
အထက္လူၾကီးအေရွ႕မွာ 
အရက္ေသာက္တဲ့အခါ

두	손으로	따릅니다. 
လက္ႏွစ္ဖက္နဲ႕ ငဲွ႕ေပးရသည္။

두	손으로	받습니다. 
လက္ႏွစ္ဖက္နဲ႕ လက္ခံရသည္။

고개를	상사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ခါင္းကို 

အထက္လူၾကီးႏွင့္ဆန္႕က်င္ဖက္သုိ႔ 
လွည့္ေသာက္ရသည္။

문화  ယဥ္ေက်းမႈ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ကုိ ေျဖပါ။

ေမးခြန္း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ကုိေရြးပါ။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아니요,	모두	참석하라고	했어요.		 ②	네,	회식을	할	거라고	했어요.

	 ③	아니요,	이제	2차에	간다고	했어요.		 ④	네,	민수	씨가	한턱낸다고	했어요.

4.		①	네,	그래서	오늘	환송회를	할	거예요.		 ②	네,	그래서	오늘	체육대회를	해요.

	 ③	네,	그래서	오늘	환영	파티를	할	거예요.		 ④	네,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를	해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သူတုိ႕ႏွစ္ေယာက္ ဘာအေၾကာင္းနဲ႕ပတ္သက္ၿပီး စကားေျပာေနတာ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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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오늘 뭐 해요?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아니요, 모두 참석하라고 했어요.  ② 네, 회식을 할 거라고 했어요.  

③ 아니요, 이제 2차에 간다고 했어요. ④ 네, 민수 씨가 한턱낸다고 했어요.

4. ① 네, 그래서 오늘 환송회를 할 거예요. ② 네, 그래서 오늘 체육대회를 해요. 

③ 네, 그래서 오늘 환영 파티를 할 거예요. ④ 네,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를 해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Track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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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၃နဲ႕ ၄ကေတာ့ ေမးခြန္း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၅ကေတာ့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အရင္ဆံုးဖတ္ထားပါ။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ထား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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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뭐	해요?	ဒီေန႕ ဘာလုပ္လဲ။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ဒီ လူက အခုဘာကုိ လုပ္ေနပါသလဲ။

	 ①			 ②			 ③			 ④	

Track 123ေအာက္ပါ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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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등산을	해요. ေတာင္တက္သည္။
	 ②	남:	2차에	가요. ဒုတိယပဲြဆက္သြားသည္။
	 ③	남:	회식을	해요. ကုမၸဏီညစာစားပြဲ လုပ္သည္။
 ④	남:	수영을	해요. ေရကူးသည္။
2.	①	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အရက္ေသာက္ေနသည္။
 ②	여:	2차에	가고	있습니다. ဒုတိယပဲြဆက္သြားေနတယ္။
 ③	여: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ခ်းီယား လုပ္ေနသည္။
 ④	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သီခ်င္း ဆုိေနသည္။
3.	남:	회식이	끝난	거예요? ကုမၸဏီညစာစားပဲြၿပီးသြားၿပီလား။
4.	여: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ဒီေန႕ ဝန္ထမ္းအသစ္ေရာက္တယ္လုိ႔ၾကားတယ္။
5.	남:	어제	단합대회는	어땠어요? မေန႕က စုုေပါင္းေတြ႕ဆုံပဲြက ဘယ္လုိေနခဲ့လဲ။
 여:	좋았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ပ်ာ္ခဲ့တယ္။  လုပ္ေဖာ္ကုိင္ဖက္ေတြနဲ႕အတူ စကားေတြအမ်ားၾကီး ေျပာခဲ့တယ္။
	 남: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을	것	같아요.  

လုပ္ေဖာ္ကုိင္ဖက္ေတြနဲ႕ အမ်ားၾကီးရင္းႏွီးသြားတယ္လုိ႕ ထင္တယ္။

듣기 대본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တာကို ေရြးပါ။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လုိက္ေသာအေၾကာင္းအရာနွင့္တူတာကုိေရြးပါ။

 ①	남자의	가족이	한국에	왔습니다.	

	 ②	여자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③	두	사람은	회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④	모니카	씨는	오늘	회식에	불참할	것입니다.

여:	오늘	회식에	갈	수	있어요? ဒီေန႕ကုမၸဏီညစာစားပဲြသုိ႔ သြားနုိင္လား။

남:	네,	당연히	참석해야지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오늘	못	가게	됐어요. 
 ဟုတ္က့ဲ။ က်ိန္းေသတက္ေရာက္ရမွာေပါ။့  ဒါနဲ႕ မုိနီခါကေတာ့ ဒီေန႔မသြားနုိင္ဘူး ျဖစ္သြားတယ္။

여:	그래요?	모니카	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ဟုတ္လား၊ မုိနီခါမွာ ဘာကိစၥရွိလုိ႔လဲ။

남:	고향에서	가족들이	왔대요. ဇာတိက မိသားစုေတြ ေရာက္ေနတယ္တ့ဲ။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①			2.	③			3.	③		4.	③		5.	④

정답 		1.	④

126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39 ဒီေန႕ ကုမၸဏီညစာစားပဲြ လုပ္ရေအာင္လို႔ေျပာတယ္။	 127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39



보통	회식이라고	하면	삼겹살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술자리	대신	

같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단합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술이	없는	회식	문화가	더	많은	직원

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ပံုမွန္အားျဖင့္ ကုမၸဏီညစာစားပဲြဆုိရင္ သုံးထပ္သားကင္စားၿပီး အရက္ေသာက္တဲ့ ပဲြလုိ႔ထင္ၾကတယ္။ 
ဒါေပမဲ့ အခုေနာက္ပိုင္းေတာ့ အရက္အစား အတူတူ  ေဖ်ာ္ေျဖပဲြသြားၾကည့္တာပဲျဖစ္ျဖစ္ အားကစားလုပ္ရင္း 
ေတြ႕ဆုံပဲြလုပ္တာေတာင္ရိွပါတယ္။  အရက္မပါေသာ ညစာစားပဲြယဥ္ေက်းမႈက ဝန္ထမ္းမ်ားရဲ႕ ပါဝင္မႈကုိ 
ပိုမိုဖိတ္ေခၚလ်က္ရိွပါတယ္။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ရြးပါ။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오늘	회식을	한다고	해요?	ဒီေန႕ ကုမၸဏီညစာစား လုပ္မယ္လုိ႕ ေျပာလား။
나:	네,	한사람도	빠짐없이																	했어요.

 ဟုတ္ကဲ့၊ တစ္ေယာက္မက်န္ တက္ေရာက္ရမယ္လုိ႕ ေျပာတယ္။

					①	빠지라고		 ②	마시라고		 ③	참석하라고		 ④	축하하라고

4.

 

가:	리한	씨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ရီဟန္က အခုေတာ့  ေမြးရပ္ေျမကို ျပန္တာ့မယ္လုိ႕ ေျပာတယ္။
나:	그래요?	그럼	곧																	파티를	해야겠네요.

    ဟုတ္လား၊ ဒါဆုိ မၾကာခင္ ႏႈတ္ဆက္ပြဲ ပါတီ လုပ္ရေတာ့မွာေပါ့ေနာ္။

					①	생일		 ②	승진		 ③	환송		 ④	환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ကုိ ေျဖပါ။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စာပိုဒ္ရဲ႕ေခါင္းစဥ္အေနနဲ႕ ကိုက္ညီတာ ဘယ္ဟာလဲ။

					①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②	보통	회식에서는	술을	마십니다.

					③	회식에서	공연을	보기도	합니다.		 ④	회식에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 ျဖစ္ပါတယ္။  သင္ထားတာေတြကို  
အသံုးခ်ၿပီး ေျဖၾကည့္ပါ။

ေမးခြန္း ၃နဲ႕ ၄ကေတာ့ စာလံုးမွန္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၅ကေတာ့ ေခါင္းစဥ္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သင္ယူထားေသာ စာလံုးမ်ား၊ သဒၵါမ်ားကို အသံုးခ်ၿပီး ေမးခြန္းမ်ားကို ေျဖပါ။

   39과_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10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회식입니다. 

 ② 등산입니다. 

 ③ 소풍입니다.

 ④ 체육대회입니다. 

2.  ① 환영하는 자리예요.  

 ② 환송하는 자리예요. 

 ③ 축하하는 자리예요. 

 ④ 친해지는 자리예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오늘 회식을 한다고 해요? 

 나: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요. 

① 빠지라고 ② 마시라고 ③ 참석하라고 ④ 축하하라고

4. 가: 리한 씨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나: 그래요? 그럼 곧  파티를 해야겠네요. 

① 생일 ② 승진 ③ 환송 ④ 환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보통 회식이라고 하면 삼겹살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술자리 대신 같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단합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술이 없는 

회식 문화가 더 많은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② 보통 회식에서는 술을 마십니다.

③ 회식에서 공연을 보기도 합니다. ④ 회식에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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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
①	회식입니다.

②	등산입니다.

③	소풍입니다.

④	체육대회입니다.

①	환영하는	자리예요.

②	환송하는	자리예요.

③	축하하는	자리예요.

④	친해지는	자리예요.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စာေၾကာင္းကုိ ေရြးပါ။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③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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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①		3.	④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အသင့္ေတာ္ဆံုးကုိ ေရြးပါ။

1.

	
친구와	함께	이사	갈													을/를	구경했습니다.	방도	넓고	부엌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သူငယ္ခ်င္းႏွင့္အတူ ေျပာင္းမယ့္ အိမ္ကုိၾကည့္ခဲ့တယ္။ အခန္းလည္းက်ယ္ၿပီး မီးဖိုေခ်ာင္လည္း အရမ္းသန္႔တယ္။  
	 		

				 ①	집	 ②	차	 ③	회사	 ④	학교

2.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샀습니다.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	생일	선물로														겁니다.	

ကုန္တိုက္သြားၿပီး အလွကုုန္ဝယ္ခဲ့တယ္။ ေမြးရပ္ေျမမွာရိွတဲ့ ညီမေလးဆီကို ေမြးေန႕လက္ေဆာင္အေနနဲ႕ 
ပို႕မွာျဖစ္ပါတယ္။

	

			 ①	보낼	 ②	빌릴	 ③	시킬	 ④	들을

3.

	

퇴근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문이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

시	가려고	합니다.		
အလုပ္ကျပန္ၿပီး ေဆးရံုသြားတာေဆးရံုက ပိတ္သြားလုိ႕ ေဆးကုသမွု မခံယူခဲ့ရဘူး။ ဒါေၾကာင့္မနက္ျဖန္ 
ထပ္သြားမလုိ႔ပါ။

	

			 ①	열리면	 ②	닫히면	 ③	열려서	 ④	닫혀서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발음 အသံထြက္             P-18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ဗ်ည္းႏွစ္လံုးဆံုၾကရင္ အသံေျပာင္းပါတယ္။ ဒါေပမဲ့ ႏွာသံနဲ႔ သံျပတ္ဆံုရင္ေတာ့ 
အသံမေျပာင္းပါဘူး။

(1)	운동,	친구,	안개,	신부

(2)	감기,	침대,	금방,	냄비

(3)	강당,	공장,	공기,	당장

(4)	한국	친구가	많아요.	/	공장에서	일해요.	/	감기에	걸렸어요.



မင္ႏူက ခန္းရဲ႕အျပဳအမူနဲ႕ ပတ္သက္ၿပီး အၾကံဥာဏ္ေပးေန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စိတ္က်ဥ္းၾကပ္မႈကို ခံစားရတယ္ဆိုရင္ အဲဒါ ကာမဆိုင္ရာအသားယူမႈ ေျမာက္ပါတယ္။ 

민 우	 	칸, 아까 지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
  ခန္း၊ အေစာက ဂ်ီအြန္းမ်က္ႏွာ ေတာ္ေတာ္မေကာင္းဘူး။

칸	 	그러게 말이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얘긴데 지은 씨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

  ဟုတ္တယ္ေနာ္၊ ဒါနဲ႕ ရင္းႏွီးတယ္ထင္လုိ ႔ေျပာလုိက္တဲ့ စကားကုိ ဂ်ီအြန္းက 
စိတ္ဆုိးေတာ့ ငါလည္း ေတာ္ေတာ္လန္႔သြားတယ္။

민 우	 	그런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

  ဒါေပမဲ့၊ စတာဆုိေပမဲ့ တစ္ဖက္သားကုိ စိတ္က်ဥ္းၾကပ္သြားေစတာပဲ 
ျဖစ္ျဖစ္၊ ရွက္စိတ္ကုိ ခံစားေစတယ္ဆိုရင္ ကာမပိုင္းဆုိင္ရာ အသားယူတဲ့ 
စကားျဖစ္သြားနိုင္တယ္လိုု႕ ၾကားဖူးတယ္။

칸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တကယ္လား၊  အဲလုိသေဘာမ်ိဳးနဲ႕ ေျပာလုိက္တာ မဟုတ္ဘဲနဲ႕။

민 우	 	나는 칸을 잘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ငါကေတာ့ ခန္းကုိ ေကာင္းေကာင္းသိေတာ့ ျပႆနာမရွိေပမဲ့ တစ္ျခားသူေတြကေတာ့ 
အထင္လဲြနုိင္တယ္။  ကာမဆုိင္ရာ စေနာက္တာက အရမ္းထိရွလြယ္တ့ဲ ျပႆနာေလ။

칸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ရွ႕ေလွ်ာက္ေတာ့  တကယ္သတိထားမွရမယ္။

그러게  ေအးေနာ္
ေအးေနာ္၊ တစ္စံုတစိဦးရဲ႕ စကားကို 
သက္ေသထူရင္း ေထာက္ခံတဲ့အခါ 

သုံးတယ္။ 

·	가:	이	음식	맛이	좀	이상해

   ဒီအစားအေသာက္အရသာ 
နည္းနည္း ထူးဆန္းတယ္။ 

	 	나:	그러게.	날씨가	더워서

	 	 상한것	같아.	

   ေအးေနာ္၊ရာသီဥတုကပူေတာ့
သုိးသြားတယ္ ထင္တယ္။ 

-다면 တယ္ဆိုရင္ 

ျဖစ္ရပ္တစ္ခု/အေျခအေနတစ္ခုကုိ 

ဥပမာေပးတဲ့အခါ သုံးပါတယ္။

·	가:	내일	시험이	너무	걱정

	 	 이에요.

   မနက္ျဖန္ စာေမးပြဲအတြက္ 

အရမ္း စိတ္ပူမိတယ္။

	 		나:	열심히	공부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ၾကိဳးၾကိဳးစားစားေလ့လာထား 

တယ္ဆုိရင ရလဒ္ေကာင္း 

ထြက္လာမွာပါ။ 

1. 지은 씨는 왜 칸 씨에게 화를 냈어요? ဂ်ီအြန္းက ဘာေၾကာင့္ ခန္းကုိ စိတ္ဆုိးသြားတာလဲ။

ေသခ်ာနားေထာင္လိုက္ဆိုျပီးျပီ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칸이	성적	농담을	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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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ကာမဆိုင္ရာ အသားယူေျပာျခင္းမခံရေအာင္ 
အၾကံေပးခ်က္၊ ကာမဆိုင္ရာ အသားယူျခင္းဆိုင္ရာ လက္ခ်ာနားေထာင္ျခင္း။

□သဒၵါ  -냐고 하다, 간접화법 축약형

□ေ၀ါဟာရႏွင့္ အသံုးမ်ား    ကာမဆုိင္ရာ အသားယူေျပာဆုိျခင္း၊ ကာမဆုိင္ရာ 
အသားယူေျပာခံရျခင္းဆုိင္ရာ ေျဖရွင္းနည္း။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မဆုိင္ရာ အသားယူေျပာခံရျခင္း အသိပညာနွင့္ ျပစ္ဒဏ္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24



ကာမဆိုင္ရာ အသားယူေျပာဆိုျခင္းနဲ႕ ပတ္သက္ေသာ ေဝါဟာရမ်ား ရွာၾကည့္ရေအာင္။

불쾌감
စိတ္ကသိကေအာင့္ျဖစ္ျခင္း

거부감
မႏွစ္ျမိဳ႕စိတ္

수치심
ရွက္ရံြ႕စိတ္

성적	농담
ကာမဆုိင္ရာစေနာက္ျခင္း

신체	접촉
ခႏၶာကုိယ္ 

ထိေတြ႕ကုိင္တြယ္ျခင္း

음담패설
ညစ္ညမ္းေသာအသုံးအႏွန္း

음란물
ညစ္ညမ္းဗီြဒီယုိ

동영상
ဗီြဒီ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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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①     ㉠

②     ㉡

③     ㉢

신체 접촉

음담패설

음란물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sentences using ‘-냐고 하다.’

상담센터에서 거부감이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보기

①  ② 

③  ④ 

음담패설을 

자주 해요?

성적 농담을 

했어요?

불쾌감을 

느꼈어요?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봐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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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접촉

㉡ 음담패설

㉢ 음란물

①

②

③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ဝါဟာရႏွင့္ ဆက္ေပးပါ။

정답 		①-㉡		②-㉢		③-㉠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စာေၾကာင္းမ်ားကို ျဖည့္စြက္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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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성희롱 ကာမဆိုင္ရာ အသားယူေျပာဆိုျ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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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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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에서 거부감이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보기

①  ② 

③  ④ 

음담패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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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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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봐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상담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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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표준교재 31~40.indd   108 2014-06-11   오전 9:45:59

10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①     ㉠

②     ㉡

③     ㉢

신체 접촉

음담패설

음란물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sentences using ‘-냐고 하다.’

상담센터에서 거부감이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보기

①  ② 

③  ④ 

음담패설을 

자주 해요?

성적 농담을 

했어요?

불쾌감을 

느꼈어요?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봐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한국어 표준교재 31~40.indd   108 2014-06-11   오전 9:45:59

‘-냐고	하다’	ကုုိ သုံးၿပီး (ဥပမာ)လုိမ်ိဳး စာေၾကာင္းကုိ ျဖည့္စြက္ပါ။
2. ‘-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ဆြးေႏြးမႈ စင္တာမွ မႏွစ္ျမိဳ႕စိတ္ျဖစ္ခဲ့သလားလုိ႕ ေမးခဲ့တယ္။

상담센터에서	거부감이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불쾌감을 
느꼈어요?

음담패설을 
자주 해요?1)	

3)

2)	

4)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봐요?

성적농담을
했어요?

ဒီသဒၵါကေတာ့ တစ္ဆင့္ျပန္ေမးေပးေသာ အသံုးျဖစ္ပါတယ္။ တစ္ျခားသူရဲ႕ ေမးခြန္းကို ျပန္လည္ 
ေျပာျပေပးတဲ့အခါမွာ ‘-냐고	하다’ ကို သံုးတယ္။

동사	(ၾကိယာ) 형용사	(ျဖစ္ျခင္းျပ/ဂုဏ္ရည္ျပ ႀကိယာ) 명사	(နာမ)

-느냐고 하다
자음	(ဗ်ည္း)	→	-으냐고 하다

모음	(သရ) →	-냐고 하다

자음	(ဗ်ည္း)	→	이냐고 하다

모음	(သရ) →	냐고 하다

오다	→	오느냐고 하다

먹다	→	먹느냐고 하다

			좋다	→	좋으냐고 하다

바쁘다	→	바쁘냐고 하다

			학생	→	학생이냐고 하다

친구	→	친구냐고 하다

·	리한	씨가	나한테	몇	시에	회사에	오느냐고 했어요.		

	  ရီဟန္က ငါ့ကို ဘယ္ႏွနာရီ  ကုမၸဏီလာမွာလဲလုိ႔ ေမးတယ္။

·	민우	씨가	칸	씨에게	왜	기분이	좋으냐고 했어요.		

	 မင္ႏူက ခန္းကုိ ဘာေၾကာင့္ စိတ္မၾကည္တာလဲလုိ႔ ေမးခဲ့တယ္။

·	가:	회식은	재미있었어요? ကုမၸဏီညစာစားပဲြ ေပ်ာ္ခဲ့လား။

	 나:	네,	그런데	이반	씨	어디	갔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ဟုတ္ကဲ့၊  ဒါနဲ႕ ထူအန္းကို ဘယ္သြားေနတာလဲလုိ ႔ေမးတဲ့လူေတြမ်ားတယ္။

·	가:	어제	회식	때	기분	나빴지요?	မေန႕က ညစာစားပဲြတုန္းက စိတ္ဆုိးသြားတယ္ မဟုတ္လား။

	 나:	네,	그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성희롱이	아니냐고 하던데요.	

	 	 ဟုတ္တယ္၊ အဲဒီကိစၥကုိ သူငယ္ခ်င္းကုိ ေျပာျပလုိက္ေတာ့ ကာမဆုိင္ရာေစာ္ကားတာ မဟုတ္ဘူးလားလုိ႔ ေျပာတယ္။

‘-느냐고’ သို႕မဟုတ္ ‘-냐고’ ကေတာ့ စကားေျပာမွာ အသံုးမ်ားပါတယ္။

‘-냐고	하다’ အသံုးကို နားလည္သြားၿပီလား၊ နားလည္သြားရင္ ေအာက္ပါ ဥပမာစာေၾကာင္းေတြကို 
တစ္ဆင့္ျပန္ေမးေပးတဲ့ ပံုစံသို႕ ေျပာင္းၾကည့္ပါ။

정답 		1)	불쾌감을	느꼈느냐고	물어봤어요				2)	음담패설을	자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3)	성적	농담을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4)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보느냐고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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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မဆိုင္ရာ အသားယူေျပာဆိုျခင္းနွင့္ ထိေတြ႕အသားယူျခင္းဆိုင္ရာ သင္ခန္းစာေပးျခင္း 
ျဖစ္ပါ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강연자	 	직장 내에는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직

장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

야기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

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

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

건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증거를 확보하

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

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အလုပ္ခြင္ထဲမွာ ျဖစ္ေပၚေလ့ရိွတဲ့ ကာမဆုိင္ရာ 
ထိပါးခံရျခင္းက မ်ားေသာအားျဖင့္ လုပ္ေဖာ္ကုိင္ဖက္ကုိ 
ကုိယ့္မိသားစုလုိ ဆက္ဆံရာကေန စတာပဲျဖစ္ပါတယ္။ 
ဒီလုိမ်ိဳး ဆက္ဆံရာကေန အရမ္းရင္းႏွီးစြာ 
စကားေျပာတာပဲျဖစ္ျဖစ္၊ ခႏၶာကုိယ္ကို ထိေတြ႕လာခဲ့ရင္၊ 
ဒီဟာက ကာမပိုင္းဆုိင္ရာ ျပစ္မႈက်ဴးလြန္တဲ့အထိ 
ေရာက္သြားတာက မ်ားတယ္။ ေနာက္ၿပီး တစ္ဖက္လူရဲ႕ 
အျပဳအမူေၾကာင့္ စိတ္ကသိကေအာက္ျဖစ္လာတဲ့ 
အခါမွာေတာ့ ဒီကိစၥကုိ မၾကိဳက္တဲ့ အေၾကာင္းကို  
ျပတ္ျပတ္သားသား ေဖာ္ျပရမယ္။ ေနာက္ၿပီး ကာမဆုိင္ရာ 
ႏႈတ္နဲ႕အသားယူ ခံရတာပဲျဖစ္ျဖစ္ အဓမၼက်င့္ခံရတဲ့ 
အခါမွာေတာ့ အမႈကို ေသခ်ာ မွတ္သားထားၿပီး 
သက္ေသယူထားတာ ေကာင္းတယ္။ ငါတုိ႔ အားလုံးက 
ကာမဆုိင္ရာ ျပစ္မႈတစ္ခုရဲ႕ တရားလုိလည္းျဖစ္ႏိုင္သလုိ၊ 
တရားခံလည္း ျဖစ္နိုင္တယ္ဆုိတဲ့ အေၾကာင္းကုိ ေသခ်ာစြာ 
စိတ္ႏွလုံးသြင္းထားေစခ်င္ပါတယ္။

-기 바라다 
ဆႏၵျပဳသည္။ တစ္စံုတစ္ခု 
ျဖစ္ေပၚမႈကုိ ဆႏၵျပဳပါတယ္ဆုိၿပီး 
ေျပာတဲ့အခါ သံုးတယ္။ 
·	올해에는	꼭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ဒီႏွစ္ထဲမွာေတာ့ ဆက္ဆက္ 
အလုပ္ဝင္နိုင္ပါေစလုိ႕ 
ဆႏၵျပဳပါတယ္။

-거나	ျဖစ္ျဖစ္
၂ခုထဲက တစ္ခုကုိလုပ္တဲ႕အခါ 
သုံးတယ္။
·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봅니다.

  စေန၊ တနဂၤေႏြ ပိတ္ရက္မွာ 
အခ်ိန္ရိွရင္ စာအုပ္ ဖတ္တာျဖစ္ျဖစ္၊ 
ရုပ္ရွင္ ၾကည့္ပါတယ္။

정답 		1.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2.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아요.

1. 강연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စာပို႔ခ်သူက ဘာအေၾကာင္းနဲ႕ ပတ္သက္ၿပီး ေျပာေေနတာလဲ။

2.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ကာမဆုိင္ရာ ထိပါးေျပာဆုိခံရတာပဲျဖစ္ျဖစ္  အဓမၼက်င့္ခံရတဲ့အခါ ဘယ္လုိလုပ္ရမ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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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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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မဆိုင္ရာေဆာ္ကားေၿပာဆိုၿခင္းေၿဖရွင္းနည္းေတြက ဘာေတြရိွမလဲ။

성범죄
မုဒိန္း

가해자
က်ဴးလြန္သူ

피해자
နစ္နာသူ

증거
သက္ေသ

증인
လူသက္ေသ

의사를	표현하다
ဆႏၵ၊ သေဘာထားကုိ 

ေဖာ္ျပသည္

신고하다
တုိင္ၾကား၊သတင္းပို႕

သည္။ 

강요하다
အတင္းဖိအားေပးသည္။

요구하다
ေတာင္းဆုိသည္။

불이익을	주다
နစ္နာဆုံးရံွုးမုွကုိေပးသည္။

•	원하지	않는	일에는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ဆႏၵမရွိတ့ဲ ကိစၥမွာေတာ့ မိမိဆႏၵကုိ ျပတ္ျပတ္သားသား ေဖာ္ျပပါ။

•	집에	도둑이	들어서	112에	신고했어요.	 	
အိမ္မွာ သူခုိးဝင္လုိ႔ ၁၁၂ကုိ တုိင္ခ့ဲတယ္။

•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해도	소용없어요.	 	
အကစားပဲ မက္တ့ဲ ကေလးကုိ စာလုပ္ဖုိ႔ ဖိအားေပးလည္း အပုိပဲ။

•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회사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အလုပ္လုပ္ရာကေနမေတာ္တဆထိခိုက္မိရင္  ကုမၸဏီမွ  ေလ်ာ္ေၾကးကုိေတာင္းဆိုလုိ႔ရတယ္။

•	승진할	때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ရာထူးတုိးတ့ဲအခါ  နုိင္ငံျခားသားဆုိၿပီး   နစ္နာေစလုိ႔ မ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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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①     ㉠

②     ㉡

③     ㉢

강요하다

신고하다

의사를 표현하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간접화법 축약형을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sentences using contracted forms of indirect (reported) speech. 

지훈 씨가 오늘 회식이 있대요.

보기

1)  2) 

3)  4) 

같이 저녁을 

먹읍시다.

내일 휴가를 

쓸 거예요.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내일 좀 일찍 

나오세요.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오늘 회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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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하다 ㉡ 신고하다 ㉢ 의사를	표현하다

① ② ③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ဝါဟာရႏွင့္ ဆက္ေပးပါ။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ပါစာေၾကာင္းမ်ားကို ျဖည့္စြက္ပါ။

정답 		①-㉢		②-㉡		③-㉠

134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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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စ္ဆင့္ျပန္ေျပာနည္း ‘-다고	하다’, ‘-(으)라고	하다’, ‘-자고	하다’, ‘-냐고	하다’ တို႕ကို အတိုေကာက္အေနနဲ႕ 
‘-대요’, ‘-(으)래요’, ‘-재요’, ‘-냬요’ ဆိုၿပီး သံုးတယ္။ သူငယ္ခ်င္းေျပာ ေျပာတဲ့ အသံုးျဖစ္ေနတဲ့အတြက္ မိမိထက္ 
ရာထူး၊ အသက္အရြယ္ ၾကီးေသာ သူမ်ားႏွင့္ စကားေျပာတဲ့အခါမွာေတာ့ သံုးလို႕မရပါ။

·	가:	오늘	저녁에	모두	다	참석한대요?	ဒီေန႕ ညေနမွာ အားလုံး အကုန္ တက္ေရာက္ၾကမယ္တဲ့လား။
	 	나:		김	과장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신대요.	ဌာနမွဴးဂင္ကေတာ့့ အလုပ္ကိစၥေလး ရိွလုိ႕ မလာဘူးတဲ့။
·	가:	수루	씨가	뭐래요?	ဆူရူကေကာ ဘာတဲ့လဲ။
	 	나: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을	거래요.	ေဆြေႏြးမႈ စင္တာသြားၿပီး ေဆြးေႏြးမႈ ခံယူရမယ္တဲ့။
·	가: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ဌာနမွဴးက ဘာလုိ႕ ေျပာလဲ။ 
	 	나:		이번	주말에	단합	대회를	하재요.	ဒီတစ္ေခါက္ စေန၊ တနဂၤေႏြ ပိတ္ရက္မွာ အားလုံးေတြ႕ဆုံၿပီး စကားေျပာၾကမယ္တ့ဲ။
·	가:	상담센터에서	뭐라고	해요?	ေဆြးေႏြးမႈ စင္တာမွ ဘာလုိ႕ ေျပာလုိက္လဲ။
				나:	증거나	증인이	있 요.	ပစၥည္း သက္ေသပဲျဖစ္ျဖစ္၊ လူသက္ေသပဲျဖစ္ျဖစ္ ရိွလားတဲ့။

တဆင့္စကားေျပာနည္းကို နားလည္သြားၿပီလား။ နားလည္သြားရင္ ေအာက္ပါ 
ဥပမာစာေၾကာင္းေတြကို ျဖည့္စြက္ၾကည့္ပါ။

정답 		1)	내일	휴가를	쓸	거래요		2)	같이	저녁을	먹재요

	 3)	내일	좀	일찍	나오래요		4)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웠 요

보기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9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picture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s the situation.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보기

1) 가: 오늘 승진하신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보기

① ② ③ ④ 

2.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sentences using ‘-자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보기

1)  2) 

3)  4) 

그림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2차로 노래방에 

가요.

①

그림  

그림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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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화법 축약형을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훈	씨가	오늘 회식이 있대요. 
ဂ်ီဟြန္းက ဒီေန႕ ကုမၸဏီညစာစားပြဲ ရိွလားတဲ့။

오늘 회식이
있어요.

내일 휴가를
쓸 거예요.

같이 저녁을
먹읍시다.1)	

3)

2)	

4)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내일 좀 일찍
나오세요.

တဆင့္ စကားေျပာနည္းမ်ားကုိ အသုံးခ်ၿပီး (ဥပမာ)လုိမ်ိဳး စာေၾကာင္းမ်ားကုိ ျဖည့္စြက္ပါ။

134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문법 2  သဒၵါ ၂ 간접화법의 축약형 G40-2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곧 드릴게요. ခ်က္ခ်င္း ေပးပါမယ္။ 

가:	여기요.	국수	아직	안	나왔어요.	ဒီမွာ ေခါက္ဆဲြျပဳတ္ အခုထိ မလာေသးဘူး။
나:	죄송합니다. 곧 드릴게요.	ေတာင္းပန္ပါတယ္။ ခ်က္ခ်င္း ေပးပါမ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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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မဆုိင္ရာ ထိပါးျခင္း အမွားအမွန္ေမးခြန္းမ်ား ျဖစ္ပါတယ္။ ေသခ်ာဖတ္ၾကည့္ၿပီး ေမးခြန္းေျဖပါ။

မွန္တယ္ထင္ရင္ O, မွားတယ္ထင္ရင္ X မွာအမွတ္အသားလုပ္ေပးပါ။

အေပၚက ဥာဏ္စမ္းအေျဖေတြနဲ႕ ပတ္သက္ၿပီး ၾကည့္ၾကည့္ပါ။ 

1)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
   ကာမဆုိင္ရာ ထိပါးေျပာဆုိျခင္းဆုိတာ ပုဂိၢဳလ္ေရး ျပႆနာျဖစ္တဲ့အတြက္  

ပုဂိၢဳလ္ေရးအရ တစ္ဦးခ်င္းစီက ေျဖရွင္းရပါမယ္။                                    

2)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 ×
  တရားခံက  ကာမဆုိင္ရာေစာ္ကားေျပာဆုိလိုေသာ  စိတ္ရိွမရိွက အေရးၾကီးေသာ ကိစၥျဖစ္တယ္။

3) 성희롱에는 남녀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도 포함됩니다. ◦ ×
  ကာမဆုိင္ရာ ေစာ္ကားေျပာဆုိျခင္းတြင္ ေယာက်ာ္း၊ မိန္းမခဲြျခားေသာ  

စကားနွင့္ အျပဳအမူလည္း ပါဝင္တယ္။

4)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닙니다. ◦ ×
  နစ္နာသူက မႏွစ္ျမိဳ႕ဘူးလုိ႕ မေျပာရင္ ကာမဆုိင္ရာ ထိပါးေျပာဆုိျခင္း အရာမေရာက္ပါဘူး။

1)	×
성희롱은	단순한	성적	욕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닙니다.	

성희롱은	직장	내의	상하	관계와	관련된	행위로,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성

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희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ကာမဆုိင္ရာ ေစာ္ကားျခင္းက ရိုးရိုးကာမေလာဘကေန 
အစျပဳေသာ အျပဳအမူမဟုတ္ပါ။ ကာမဆုိင္ရာ 
ေစာ္ကားေျပာဆိုျခင္းဟာ အလုပ္ခြင္တြင္း အထက္ေအာက္ 
ဆက္ဆံေရးႏွင့္ ဆက္ႏြယ္ၿပီး ျဖစ္ေပၚလာေသာ 
အျပဳအမူ၊ တာဝန္နဲ႕ ပတ္သက္ၿပီး လိင္ပိုင္းဆုိင္ရာ 
စကားႏွင့္ အျပဳအမူနဲ႕ နစ္နာေစျခင္း၊ လိင္ပိုင္းဆုိင္ရာ 
ရွက္စိတ္ျဖစ္ေပၚေစေသာ အျပဳအမူျဖစ္ပါတယ္။ 
ေနာက္ၿပီး ကာမဆုိင္ရာ ထိပါးေစာ္ကားျခင္း ျပႆနာဟာ 
ေရွ႕ေလွ်ာက္ ဘယ္လုိမွ တစ္ဦးတစ္ေယာက္ခ်င္းရဲ႕ 
ျပသနာမဟုတ္ဘဲ လူ႕ေဘာင္အဖဲြ႕အစည္း ျပႆနာအေနနဲ႕ 
သေဘာထားေျဖရွင္းရမယ့္ ျပႆနာျဖစ္ပါတယ္။

3)	◦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불

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도	성희롱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	모를	거야.”	라든가	“남자가	뭘	알겠

어?”	등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면	성희

롱이	됩니다.

ေယာက်္ား၊ မိန္းမ ခဲြျခားတဲ့ အျပဳအမူႏွင့္ အေျပာအဆုိဟာ 
တစ္ဖက္သားကုိ စိတ္မသက္မသာ ျဖစ္ေစတယ္ဆုိရင္ အဲဒါ 
လိင္ပိုင္းဆုိင္ရာ ေစာ္ကားေျပာဆုိျခင္း အထေျမာက္ပါတယ္။ 
ဥပမာ "မိန္းမေတြ မသိပါဘူး၊" ဆုိတဲ့ စကားပဲျဖစ္ျဖစ္ 
'ေယာက်ၤားေတြ ဘာသိမွာတုန္း' စတဲ့ စကားေတြကို 
နားေထာင္ၿပီး တစ္ဖက္လူက စိတ္ကသိကေအာက္ 
ျဖစ္သြားရင္ လိင္ပိုင္းဆုိင္ရာေဆာ္ကား ေျပာဆိုတာလုိ႕ 
ဆုိလုိ႕ရပါတယ္။ 

2)	×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

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

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이	직장생활의	활력

소라고	생각하고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

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လိင္ပိုင္းဆုိင္ရာ ေစာ္ကားျခင္း ဟုတ္မဟုတ္ကုိ 
ဆုံးျဖတ္နိုင္ေသာ အရာေတြထဲမွာ အေရးၾကီးဆုံးကေတာ့ 
နစ္နာသူက ဘယ္လို လႊမ္းမိုးမုွကုိ ခံရသလဲ ျဖစ္ပါတယ္။ 
လိင္ပိုင္းဆုိင္ စေနာက္ျခင္း အသားယူ ေျပာဆုိၿခင္းက 
အလုပ္ခြင္တြင္းမွာ ျဖစ္ေလ့ျဖစ္ထရိွေသာ ကိစၥလုိ႕ယူဆၿပီး 
ျပဳမႈေျပာဆုိတာအဆုိဟာ တစ္ဖက္သားကုိ လိင္ပိုင္းဆုိင္ရာ 
ရွက္စိတ္ျဖစ္ေပၚေစနိုင္ပါတယ္။ 

4)	×
피해자가	싫다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것

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피해자의	

말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

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နစ္နာသူဘက္က မႏွစ္ျမိဳ႕တာကုိ တိတိက်က် 
မေဖာ္ျပလည္းဘဲ အဲဒါကုိ အမွန္တကယ္ မလုိလားေသာ 
အျပဳအမူဆိုတာကုိ နစ္နာသူရဲ႕ စကားအသြားအလာ၊ 
အေျခအေနကုိ ၾကည့္ုၿပီး ဆုံးျဖတ္လုိ႕ရတယ္။ 
ေနာက္ၿပီး ဒဲ့ေျပာၿပီး ျငင္းဆုိမုွဟာ လိင္ပိုင္းဆုိင္ရာ 
ေစာ္ကားျခင္း ဟုတ္မဟုတ္ ဆုံးျဖတ္တဲ့ေနရာမွာ 
အေရးမပါပါဘူး။စံအေနအထားထဲမွာ အက်ံဳးမဝင္ပါ။

성희롱에 관한 O, X 퀴즈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맞다고 생각하면 ◦, 틀리다고 생각하면 ×에 표시하세요.

2. 위의 퀴즈의 답과 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보세요.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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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개념과 처벌
လိင္ပိုင္းဆိုင္ရာ ေစာ္ကားေျပာဆိုျခင္းရဲ႕ အဓိပၸါယ္ႏွင့္ ျပစ္ဒဏ္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

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အလုပ္ခြင္တြင္း လိင္ပိုင္းဆုိင္ရာ ေစာ္ကားေျပာဆုိျခင္းဟာ အလုပ္ရွင္၊ အထက္လူၾကီး၊ ေနာက္ၿပီး အလုပ္သမားက 
အလုပ္ခြင္တြင္း ရာထူးကုိ အသုံုးခ်တာပဲျဖစ္ျဖစ္  တာဝန္နဲ႕ ပတ္သက္ၿပီး တစ္ျခား အလုပ္သမားကုိ လိင္ပိုင္းဆိုင္ရာ 
ေစာ္ကားေျပာဆိုတာ စတဲ့ လိင္ပိုင္းဆုိင္ရာ ရွက္စိတ္ ၊ မုန္းတီးစိ္တ္ကုိ ခံစားေစတာပဲျဖစ္ျဖစ္ လိင္ပိုင္းဆုိင္ရာ 
အသားယူေျပာဆိုျခင္းအျပင္ တစ္ျခား ေတာင္းဆုိျခင္း စတာနဲ႕ ပတ္သက္ၿပီး ျငင္းဆုိတာကုိ အေၾကာင္းျပၿပီး အလုပ္ခြင္ 
အခြင့္အေရးကုိ ထိခိုက္ေစတာကို ဆုိလုိပါတယ္။(ေယာက်္ား၊ မိန္းမ ညီတူညီိမွ် အခြင့္အေရး ရရိွေရးဆုိင္ရာ ဥပေဒ ပုဒ္မ ၂၊ 
အပိုဒ္ ၂ပါ အေၾကာင္းအရာ)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အလုပ္ခြင္တြင္း လိင္ပိုင္းဆုိင္ရာ ေဆာ္ကားေျပာဆုိျခင္း အဓိပၸါယ္

행위자
က်ဴးလြန္သူ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အလုပ္ရွင္၊ အထက္လူၾကီး၊

အလုပ္သမား

수단
နည္းလမ္း

·	성적	언어,행동	등을	요구

    လိင္ပိုင္းဆုိင္ရာ 
အသားယူေျပာဆိုျခင္း၊  
အျပဳအမူ စသျဖင့္ 
ေတာင္းဆုိျခင္း

피해자
နစ္နာသူ 

다른 근로자
တစ္ျခား အလုပ္သမား

결과
ရလဒ္

·	성적	굴복감
 လိင္ပိုင္းဆုိင္ရာ ရွက္စိတ္
·	고용상	불이익
 အလုပ္ခြင္ အခြင့့္အေရး နစ္နာမႈ

·	직장	내	지위	이용
   အလုပ္ခြင္တြင္း ရာထူးကို 

အသုံးခ်ျခင္း

·	업무와의	관련
   တာဝန္နဲ႕  

ပတ္သက္ၿပီး။

매개
ျဖစ္ေပၚပံု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လိင္ပိုင္းဆုိင္ရာ ထိပါးေျပာဆုိသူအတြက္ ျပစ္ဒ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အလုပ္ခြင္တြင္း လိင္ပိုင္းဆုိင္ရာ 

ထိပါးေျပာဆုိျခင္းမွ ပိတ္ပင္တားျမစ္ျခင္း

예방 교육 실시
ၾကိဳတင္ကာကြယ္ေရး 

ပညာေပးလုပ္ငန္းေဆာင္ရြက္ျခင္း

분쟁의 자율적 해결
ျပႆနာကုိ  လြတ္လပ္စြာေျဖရွင္းျခင္း

발생시 조치
ျဖစ္လာတဲ႕အခါ စီစဥ္ျခင္း

행위자 징계
က်ဴးလြန္သူကုိ ျပစ္ဒဏ္ေပးျခင္း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နစ္နာသူ ထပ္မနစ္နာေစေရး

상담 및 구제 절차 확립
ေဆြးေႏြးမုွလုပ္ျခင္းႏွင့္ 

ကယ္တင္မုွေဆာင္ရြက္ခ်က္မ်ား

경고,	견책,	정직,	감봉,	해고	등	징계 
သတိေပးျခင္း၊ ျပင္းထန္စြာ သတိေပးျခင္း၊ တာဝန္မွ ေခတၱရပ္ဆိုင္းျခင္း၊ လစာျဖတ္ျခင္း၊ အလုပ္ျဖဳတ္ျခင္း စေသာ ျပစ္ဒဏ္မ်ား

행정적	책임(과태료	등),	민사	책임(손해배상)	발생 
အုပ္ခ်ဳပ္ေရးပိုင္းဆုိင္ရာ တာဝန္(ဒဏ္ေၾကး စသျဖင့္)၊ ဥပေဒအရ တာဝန္(နစ္နာေၾကး) ေပးေဆာင္ရျခင္း

도덕적	비난과	명예	손상 
ရံွ႕ခ်ျခင္း သိကၡာက်ဆင္းျခင္း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အေၾကာင္းအရာ တစ္ခုကုိ နားေထာင္ၿပီး ေမးခြန္း ႏွစ္ခုကုိ ေျဖ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ယာက်ာ္းေလးက ဘာနဲ႕ ပတ္သက္ၿပီး ေျပာေနတာလဲ။

	 ①	성희롱의	종류	 ②	성희롱의	처벌

	 ③	성희롱의	신고	방법	 ④	성희롱의	대처	방법

5.		 	남자가	증거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ယာက်္ားေလးက သက္ေသအေနနဲ႕  မေျပာလုိက္တာ ဘာလဲ။

	 ①	사진	 ②	편지

	 ③	녹음	 ④	날짜

Track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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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① 성희롱의 종류  ② 성희롱의 처벌

③ 성희롱의 신고 방법    ④ 성희롱의 대처 방법

5. 남자가 증거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사진  ② 편지

③ 녹음  ④ 날짜

Track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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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ဒီ လူက ဘယ္သူလဲ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ဒီလူက အခု ဘာလုပ္ေနတာလဲ။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ဒီလူက အခု ဘာလုပ္ေနတာလဲ။

	 ①			 ②			 ③			 ④	

ေမးခြန္း ၁ကေန ၃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ပးထားေသာ 
ေမးခြန္းကို အရင္ၾကည့္ပါ။

ေမးခြန္း ၄နဲ႕ ၅ကေတာ့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ကို 
အရင္ဆံုးၾကည့္ထားပါ။

138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40 စိတ္က်ဥ္းၾကပ္မႈကို ခံစားရတယ္ဆိုရင္ အဲဒါ ကာမဆိုင္ရာအသားယူမႈ ေျမာက္ပါတယ္။	 139



정답 		1.	④		2.	④		3.	②		4.	④		5.	②

정답 		1.	④

1.	①	여:	증인입니다. လူသက္ေသျဖစ္ပါတယ္။ ②	여:	증거입니다. သက္ေသပစၥည္းျဖစ္ပါသည္။

 ③	여:	피해자입니다. နစ္နာသူျဖစ္ပါတယ္။ ④	여:	가해자입니다. က်ဴးလြန္သူျဖစ္ပါသည္။
2.	①	남: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ညစ္ညမ္းေသာပစၥည္းေတြကုိ ၾကည့္ေနသည္။

 ②	남: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ညစ္ညမ္းေသာ ဗီြဒီယိုကုိ ၾကည့္ေနသည္။

 ③	남:	성적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လိင္ပိုင္းဆုိင္ရာ စေနာက္ေနသည္။

 ④	남:	신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ထိေတြ႕အသားယူေနသည္။ 
3.	①	여:	강요하고	있습니다. ဖိအားေပးေနသည္။

 ②	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တုိင္ၾကားေနသည္။

 ③	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တာင္းဆုိေနသည္။

 ④	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ဖာ္ျပေနသည္။
4-5.  남: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	말

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	장

소	등을	정확하게	써	놓아야	합니다.

    အလုပ္ခြင္ထဲမွာ လိင္ပိုင္းဆိုင္ရာ အသားယူေျပာဆိုခံရရင္  မိမိသေဘာထားကို ျပတ္ျပတ္သားသား ေဖာ္ျပရမယ္။ 
အကယ္၍မ်ား ဒဲ့ေျပာရ ခက္ေနရင္ စာေရးၿပီးပဲျဖစ္ျဖစ္ တစ္ျခားနည္းလမ္းနဲ႕ မိမိ သေဘာထားကို ေဖာ္ျပတာ 
ပိုေကာင္းတယ္။ ေနာက္ၿပီး တစ္ဖက္သားရဲ႕ စကား၊ အျပဳအမူကို သက္ေသထူလို႕ ရတဲ့ သက္ေသကို စုထားပါ။ 
ဓာတ္ပံုရိုက္ထားတာပဲျဖစ္ျဖစ္၊ အသံသြင္းထားပါ။ ေန႕ရက္၊ အခ်ိန္၊ ေနရာ စတာေတြပါ တိက်စြာ ေရးထားရပါမယ္။

듣기 대본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တာကို ေရြးပါ။

 여자는	언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မိန္းကေလးက ဘယ္အခ်ိန္ ေဆြးေႏြးမွု လုပ္မွာလဲ။

 ①	월요일	오전	 ②	월요일	오후	 ③	수요일	오전	 ④	수요일	오후

남:	여보세요?	거기	상담센터지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ဟယ္လုိ၊ အဲဒီက ေဆြးေႏြးမွု စင္တာကလား။ ေဆြးေႏြးမွု လုပ္ခ်င္လုိ႔ဘယ္လုိလုပ္ရမလဲ။ 
여:	상담	시간을	예약한	다음에	오시면	돼요. ေဆြးေႏြးခ်ိန္ကုိ အရင္ဆုံး ခ်ိန္းဆိုၿပီး လာရင္ ရပါတယ္။ 
남: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상담	받고	싶은데요. 
 ဒါဆုိ၊ ေနာက္အပတ္ တနလၤာေန႕ပဲျဖစ္ျဖစ္ ဗုဒၶဟူးေန႕မွာ ေဆြးေႏြးမွု လုပ္ခ်င္ပါတယ္။
여:	월요일은	오전,	오후	모두	안	되고요.	수요일	오후는	비어	있어요.	그때	오세요.

   တနလၤာေန႕ကေတာ့ မနက္ပိုင္း၊ ညေနပိုင္း အကုန္မရပါဘူး။ ဗုဒၶဟူးေန႕ ညေနကေတာ့ လြတ္ေနပါတယ္။ အဲဒီအခ်ိန္ 
လာခဲ့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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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3.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မွန္ကန္ေသာအေျဖက ဘာလဲ။

가: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건	큰	잘못이지요?

   ခႏၶာကုိယ္ကုိ ထိေတြ႕ၿပီး အသားယူျခင္း၊ လိင္ပိုင္းဆုိင္ရာ ထိပါးေျပာဆုိျခင္း စတဲ့ အျပဳအမူေတြက 
တစ္ဖက္သားကုိ နစ္နာေစေသာ ၾကီးမားေသာ အျပစ္ဟုတ္တယ္ မဟုတ္လား။

나:	그럼요,	그건																					에	해당하는	행동이에요.

 ဒါေပါ့၊ အဲဒါက မုဒိန္းမႈမွာ အက်ံဳးဝင္ေသာ အျပဳအမူျဖစ္ပါတယ္။

					①	성범죄		 ②	경범죄		 ③	교통	위반		 ④	불법	체류

4.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အေျဖမွန္ေရြးၿပီး ကြက္လပ္ျဖည့္ပါ။

가:	수루	씨,	제	옆에	앉으세요.	ဆူရူ၊ ကြ် န္ေတာ့္ေဘးမွာ ထုိင္ပါ။

나:	민수	씨,	이런	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알지요?

           မင္ဆူ၊ ဒီလုိကိစၥက တုိင္ၾကားလုိက္ရင္ လုပ္ငန္းခြင္တြင္း လိင္ပိုင္းဆုိရာ ေစာ္ကားမႈ ေျမာက္တယ္ဆုိတာကုိ 
သိတယ္မဟုတ္လား။

					①	강요하면		 ②	신청하면		 ③	신고하면		 ④	표현하면

   40과_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11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증인입니다. 

 ② 증거입니다. 

 ③ 가해자입니다. 

 ④ 피해자입니다. 

2.  ① 경찰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② 성적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③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④ 부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3.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건 큰 잘못이지요? 

나: 그럼요, 그건 에 해당하는 행동이에요.

① 성범죄 ② 경범죄 ③ 교통 위반 ④ 불법 체류 

4.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 수루 씨, 제 옆에 앉으세요.

나: 민수 씨, 이런 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알지요?

① 강요하면 ② 신청하면 ③ 신고하면 ④ 표현하면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언동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 상 ㉠ 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 책임 ② 증거 ③ 불이익 ④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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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စာေၾကာင္းကုိ ေရြး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

①	증인입니다.

②	증거입니다.

③	가해자입니다.

④	피해자입니다.

①	경찰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②	성적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③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④	부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သင္ထားေသာ 
စာလံုးေတြကို စဥ္းစားၿပီး ေျဖၾကည့္ပါ။

ေမးခြန္း ၃နဲ႕ ၄ကေတာ့ စကားေျပာအတြက္ မွန္ကန္ေသာ ေဝါဟာရကို ေရြးေပးရမွာျဖစ္ပါတယ္။ 
ေမးခြန္း ၅ကေတာ့ စာကို ဖတ္ၿပီး ေမးခြန္းေျဖရမွာျဖစ္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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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언동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________________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အလုပ္ခြင္တြင္း လိင္ပိုင္းဆုိင္ရာ ေစာ္ကားေျပာဆိုျခင္းဟာ အထက္လူႀကီးက လုပ္ငန္းခြင္တြင္း ရာထူးကို အသံုး 
ခ်တာျဖစ္ေစ၊ အလုပ္တာဝန္ႏွင့္ သက္ဆိုင္၍ ျဖစ္ေစ အျခား အလုပ္သမားကုိ လိင္ပိုင္းဆိုင္ရာ ျပဳမူ ေျပာဆုိျခင္းျဖင့္ 
ရွက္စိတ္၊ မႏွစ္ၿမိဳ႕စိတ္ကုိ ခံစားေစပါတယ္။ ၿပီးေတာ့ လိင္ပိုင္းဆုိင္ရာ ျပဳမူ ေျပာဆုိမႈ စသည္တို႕ဟာ ေတာင္းဆိုမႈကုိ 
လက္မခံဘူးဆုိတဲ့ အေၾကာင္းေၾကာင့္ အလုပ္ခြင္တြင္း ခံစားခြင့္ကုိ နစ္နာေစတာကုိ ဆုိလုိပါတယ္။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ဖပါ။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 မွာ ျဖည့္ရန္ သင့္ေတာ္တာကုိေရြးပါ။
					①	책임		 ②	증거		 ③	불이익		 ④	불쾌감

정답 		1.	②		2.	③		3.	①		4.	①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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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③		3.	③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1.

	

저와	제	친구는	한국													을/를	좋아합니다.	저는	불고기를	좋아하고	제	친구는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ကၽြန္ေတာ္ႏွင့္ ကၽြန္ေတာ့္သူငယ္ခ်င္းသည္ ကိုရီးယား အစားအေသာက္ကို ၾကိဳက္ပါသည္။ ကၽြန္ေတာ္ကေတာ့ 
အသားဟင္းကုိ ၾကိဳက္ျပီးေတာ့ ကၽြန္ေတာ့္သူငယ္ခ်င္းကေတာ့ ထမင္းသုပ္ကို ၾကိဳက္ပါတယ္။

	 		

				 ①	음식	 ②	과일	 ③	영화	 ④	노래

2.

	

제	방에	침대하고	책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에	가서	침대하고	책상을	
사려고	합니다.		

ကၽြန္ေတာ့္ အခန္းတြင္ ကုတင္ႏွင့္ စားပြဲ လိုအပ္ပါတယ္။ ဒါေၾကာင့္ မနက္ျဖန္ ပရိေဘာဂဆုိင္ကုိ သြားျပီး ကုတင္ႏွင့္ 
စားပြဲ ၀ယ္မလုိ ့လုပ္ထားတယ္။

	

			 ①	서점	 ②	음식점	 ③	가구점	 ④	편의점

3.

	

저는	한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더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ကၽြန္ေတာ္ကေတာ့ ကိုရီးယားရုပ္ရွင္ကုိ ၾကည့္ရင္းနဲ ့ကုိရီးယားစကားကို သင္ယူပါတယ္။ အဲ့လုိဆုိရင္ ပိုလြယ္ျပီး 
စိတ္ဝင္တစားနဲ႕ ကုိရီးယားစကားကုိ သင္ယူႏိုင္ပါတယ္။

	

			 ①	그리고	 ②	그러나	 ③	그러면	 ④	그런데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발음 အသံထြက္             P-19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ဗ်ည္းႏွစ္လံုးဆံုၾကရင္ အသံေျပာင္းပါတယ္။ သံျပတ္နဲ႔ ႏွာသံနဲ႔ ဆံုရင္ သံျပတ္က 
ႏွာသံျဖစ္သြားပါတယ္။ ဒါေပမဲ့ အသံထြက္တဲ့ တည္ေနရာကေတာ့ မေျပာင္းပါဘူး။

(1)	막내,	국민,	국물,	밥맛		 	 	 	 (2)	꽃만,	있는,	먹는,	닫는

(3)	작년에	무엇을	했어요?	/	운동	후에는	밥맛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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ဘာရူနဲ ့မင္းဆူက စကားေျပာေနၾကတယ္။ အရင္ဆုံး သူတုိ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바루	 	망치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민수 씨, 망치 못 봤어요?
   တူကုိ ဘယ္ေလာက္ပဲ ရွာရွာ မေတြ ့ဘူး။ မင္းဆူ တူ ေတြ ့မိေသးလား။

민수	 	공구함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လက္သမားေသတၱာထဲမွာ  ရိွမွာေပါ။့ ရွာၾကည့္ေလ။

바루	 	공구함에 없어서요. 못을 좀 박아야 하는데⋯⋯.
	 	 	လက္သမားေသတၱာထဲမွာ မရွိလို႔ပါ။ သံ ရိုက္ရပါမယ္ဆုိ....

민수	 	어디 좀 봐요. 그거 나사못이네요. 나사못이라면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요.

	 	 	ျပၾကည့္ပါဦး။ အ့ဲဒီဟာက မူလီေလ။ မူလီဆုိ ၀က္အူလွည့္နဲ႔ လုပ္ၾကည့္ပါ။ 
အ့ဲဒါက ပုိျပီး သက္ေတာင့္သက္သာ ရိွလိမ့္မယ္။ ေရာ့ ဒီမွာ။

바루	 	어, 고마워요. 
	 	 	အို ေက်းဇူးပါ။

민수	 	다 쓰면 공구함에 잘 넣으세요.
   သုံးျပီးရင္  ေသတၱာထဲ ျပန္ထည့္ထားပါ။

아무리 ဘယ္ေလာက္ပဲ

·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ဘယ္ေလာက္ပဲ ဖုန္းဆက္ဆက္  
ဖုန္းမကုိင္ဘူး။ 

·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이	보고서를	다	쓰고		

자려고	해요.	

  ဘယ္ေလာက္ပဲ ပင္ပန္းေနပါေစ 
ဒီေန႔ ဒီရီပို႔ကုိ အကုန္ ေရးျပီးမွ 
အိပ္မလုိ႔

-아서/어서요 လုိ 
‘-아서/어서’ အေၾကာင္းျပခ်က္ကုိ 

ေဖာ္ျပေသာ အသုံးအႏႈန္းတြင ္‘요’ 

ကုိ ေနာက္က သုံးျပီး ၀ါက်အဆုံး 
သတ္သည္။ 

·	이것	좀	같이	들어	주실래요?	

너무	무거워서요.

  ဒီဟာ တစ္ဆိတ္ေလာက္ 
အတူတူ မေပးပါလား။ အရမ္း 
ေလးလြန္းလုိ ့ပါ။ 

·	가:			왜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ဘာျဖစ္လုိ႔ ေရခဲမုန္႔ မစားတာလဲ။ 

	 나:	배가	아파서요.

    ဗိုက္နာေနလုိ ့ပါ။ 

41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၀က္အူလွည့္နဲ႔ လုပ္ၾကည့္ပါ။ 

1. 바루 씨는 뭘 찾고 있어요?	ဘာရူက ဘာကုိ ရွာေနလဲ။

2. 민수 씨는 바루 씨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မင္းဆူက ဘာရူကုိ ဘာေပးလုိက္လဲ။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ဒါဆို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망치를	찾고	있어요.		2.	드라이버를	주었어요.

142  41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ကိရိယာပစၥည္းမ်ားႏွင့္ ပတ္သက္ျပီး
ေလ့လာျခင္း၊ ကိုင္တြယ္ပံုအဆင့္ဆင့္ကို ရွင္းျပျခင္း 
□သဒၵါ  (으)로, -고 있다

□ေ၀ါဟာရႏွင့္ အသံုးမ်ား    ကုန္ထုတ္ထုတ္လုပ္ငန္းသံုး လက္ကိုင္ကိရိယာပစၥည္း၊ 
ကုန္ထုတ္လုပ္ေရး စက္ပစၥည္း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လုပ္ငန္းသုံး ကိရိယာ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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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န္ထုတ္ေရးလုပ္ငန္းမွာ ဘယ္လို လက္ကိုင္ကိရိယာေတြ သံုးလဲဆုိတာ ေလ့လာၾကရေအာင္။

펜치
ပလာယာ

니퍼
ပလာယာ

플라이어
ပလာယာ

드라이버
၀က္အူလွည့္

끊다,	구부리다
ျဖတ္သည္၊ေကြးသည္

절단하다
ျဖတ္ေတာက္သည္

구부리다,	펴다
ေကြးသည္၊ဆန္႔သည္

박다
၀က္အူလွည့္သည္

전기	드릴
လ်ွပ္စစ္ ေဖာက္စက္

톱
လႊ

망치
တူ

스패너
ဂြ

뚫다
ေဖာက္သည္

자르다
ျဖတ္သည္

두드리다,	박다
ထုသည္၊ ရိုက္သည္

조이다,	풀다
ၾကပ္သည္
ေလ်ာ့သည္

못/나사못
သံေခ်ာင္း/မူလီ

볼트/너트
၀က္အူ/နက္

㉠ 드라이버

ⓐ 펴다

㉡ 플라이어

ⓑ 조이다

㉢ 톱

ⓒ 자르다

㉣ 스패너

ⓓ 뚫다

㉤ 전기	드릴

ⓔ 박다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မ်ားႏွ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ခ်ိတ္ဆက္ေ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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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가:  철사는 무엇으로 끊으면 될까요? 

 나: 

 ① 펜치로 끊으세요.

 ② 망치로 끊으세요. 

2) 가:  전선은 니퍼로 자르면 돼요?  

 나: 

 ① 네. 니퍼로 자르세요.

 ② 네. 톱으로 자르세요.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드라이버

플라이어

톱

스패너

전기 드릴

펴다

조이다

자르다

뚫다

박다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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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⑤② ③ ④

အထက္ပါ ေ၀ါ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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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제조업 수공구 ကုန္ထုတ္ေရး လုပ္ငန္းသံုး လက္ကုိင္ကိရိ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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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နဲ႔ ပတ္သက္ျပီး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가:	못을	박아야	하는데	뭘로	박으면	돼요?	သံရုိက္မလုိ႔ ဘာနဲ႔ ရုိက္ရင္ ရမလဲ။

나:																																박으세요.	တူနဲ႔ ရုိက္ပါ။

가:	이	나무를	뭘로	자를까요?	ဒီ သစ္ကုိ ဘာနဲ႔ ျဖတ္မလဲ။

나:																																자르세요.	လႊနဲ႔ ျဖတ္ပါ။ 

1.

2.

정답 		1.	망치로		2.	톱으로

2. 그림을 보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1)

	
가:		철사는	무엇으로	끊으면	될까요?	သံၾကိဳးကုိ ဘာနဲ ့ျဖတ္ရမလဲ။
나:																																								 

	 ①	펜치로	끊으세요.	 ②	망치로	끊으세요.

2)

	
가:		전선은	니퍼로	자르면	돼요?	မီးၾကိဳးကုိ ပလာယာနဲ ့ညွပ္လုိ ့ရလား။
나:																																								 

	 ①	네,	니퍼로	자르세요.	 ②	네,	톱으로	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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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가:  철사는 무엇으로 끊으면 될까요? 

 나: 

 ① 펜치로 끊으세요.

 ② 망치로 끊으세요. 

2) 가:  전선은 니퍼로 자르면 돼요?  

 나: 

 ① 네. 니퍼로 자르세요.

 ② 네. 톱으로 자르세요.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드라이버

플라이어

톱

스패너

전기 드릴

펴다

조이다

자르다

뚫다

박다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18 6/11/2014   9:15:26 AM

11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그림을 보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가:  철사는 무엇으로 끊으면 될까요? 

 나: 

 ① 펜치로 끊으세요.

 ② 망치로 끊으세요. 

2) 가:  전선은 니퍼로 자르면 돼요?  

 나: 

 ① 네. 니퍼로 자르세요.

 ② 네. 톱으로 자르세요.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드라이버

플라이어

톱

스패너

전기 드릴

펴다

조이다

자르다

뚫다

박다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18 6/11/2014   9:15:26 AM

정답 		1)	①		2)	①

တစ္စံုတစ္ခု ျပဳလုပ္ရန္အတြက္ အသံုးျပဳခံရေသာ ပစၥည္း၊ နည္းလမ္း စသည္တို႔ကို ေဖာ္ျပရာတြင္ သံုးသည္။ 
နာမ္တြင္သာ အသံုးျပဳသည္။

자음	(ဗ်ည္း)	+	으로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로

톱으로 망치로,	드릴로

·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ဒီ စားပဲြခံုက သစ္သားနဲ ့လုပ္ထားတာပါ။
·	배로	보내면	요금이	싸요.	သေဘၤာနဲ႔ ပို႔ရင္ ေစ်းသက္သာတယ္။
·	가:	그건	톱으로	자르면	안	돼요.	ဒါကို လႊနဲ ့မျဖတ္ရဘူး။
	 	나:	그럼	뭘로	잘라요?	ဒါဆို ဘာနဲ ့ျဖတ္ရမလဲ။

ထပ္ျပီး ေလ့လာၾကရေအာင္။ ‘(으)로’ ကို သံုးျပီး ေအာက္က ၀ါက်မ်ားကို ျဖည့္ေပးပါ။

 နည္းလမ္းျပ 'ျဖင့ ္‘(으)로’ နဲ႔ လားရာျပ သုိ႔ ‘(으)로’ 
‘(으)로’ ကုိ ေနရာျပနာမ္ျဖင့္ တြဲသုံးပါက ဦးတည္ဘက္ သုိ႔မဟုတ္ ပန္းတုိင္ကုိ ေဖာ္ျပေပးျပီး ရိုးရိုးနာမ္ႏွင့္ တြဲသုံးပါက 
အသံုးျပဳျခင္း ခံရေသာ ပစၥည္း၊ နည္းလမ္းမ်ားကို ေဖာ္ျပေပးသည္။ 

·일이	끝나면	식당으로	오세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문법 1  သဒၵါ ၁ (으)로 G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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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အန္းနဲ႔ စက္ရုံမန္ေနဂ်ာတို ့စကားေျပာေနၾကပါတယ္။ သူတို ့ေျပာေနတာကို အရင္ဆံုး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ရေအာင္။

투   안	 	공장장님, 일찍 오셨네요. 
  ဆရာ၊ ဒီေန႔ ေစာေစာ ေရာက္ေနပါလား။

공장장	 	네, 거래처에서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
서요. 새로 들여온 전기 절단기는 문제없
어요?

  ဟုတ္တယ္၊ ပါတနာကုမၸဏီန႔ဲ ေတြ႔တာ ထင္ထားတာထက္ 
အလုပ္ ျမန္ျမန္ ျပီးသြားလုိ႔ပါ။ အသစ္၀င္လာတဲ့ 
လွ်ပ္စစ္ျဖတ္စက္ ျပႆနာ မရိွဘူးမလား။

투   안	 	네, 아주 잘돼요.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ဟုတ္၊ အရမ္း အဆင္ေျပပါတယ္။ အရင္က သုံးခဲ့တဲ့ 
စက္ထက္  အမ်ားၾကီး ညင္သာတယ္။

공장장	 	그래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세
요. 아, 그런데 투안 씨, 괜찮으면 리한 
씨한테 용접봉 좀 가져다주세요. 아까부
터 찾고 있었어요.

     ဒါေပမဲ့လည္း အႏၱရာယ္မ်ားႏိုင္တာေၾကာင့္ သတိထားျပီး 
အသုံးျပဳပါ။ ေအာ္.. ဒါနဲ႔ ထူအန္း အဆင္ေျပရင္ 
ရီဟန္ဆီ ၀ရိန္ေခ်ာင္းထုပ္ သြားေပးေပးပါလား။ သူ 
ခုနေနကတည္းက ရွာေနတာ။

투   안	 	그래요? 지금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지요? 제가 얼른 가 볼게요.

  ဟုတ္လား။ သူ အခု အလုပ္ခြင္ထဲမွာ 
၀ရိန္ေဆာ္ေနတယ္မလား။ အျမန္ သြားေပးလိမ့္ပါ့မယ္။  

정답 		1.	용접봉을	찾고	있었어요.	2.	전기	절단기예요.

1. 리한 씨는 무엇을 찾고 있었어요? ရီဟန္က ဘာကို ရွာေနပါသလဲ။

2. 공장에 새로 들여온 공구가 뭐예요? စက္ရုံကုိ အသစ္ေရာက္လာတဲ့ စက္ပစၥည္းက ဘာလဲ။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ပီးျပီလား။ ဒါဆို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새로 အသစ

·	새로	산	차가	멋있네요.

  အသစ္ ၀ယ္လာတဲ့ ကားက 
မိုက္တယ္ေနာ္။

·	이번에	집을	새로	샀어요.

  ဒီတခါ အိမ္ အသစ္ 
၀ယ္လုိက္တယ္။

훨씬 အမ်ားၾကီး
·	이반	씨의	한국어	실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အီဗန္ရဲ ့ကိုရီးယားစကား 
အရည္အခ်င္း အမ်ားၾကီး 
တုိးတက္လာတယ္။

·	형이	나보다	훨씬	키가	커요.
   အစ္ကိုက ငါ့ထက္ အရပ္  

အမ်ားၾကီး ပိုရွည္တယ္။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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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န္ထုတ္လုပ္ေရးလုပ္ငန္းသံုး စက္ပစၥည္းေတြ အေၾကာင္း ေလ့လာသင္ယူရေအာင္။

전기	절단기
လွ်ပ္စစ္ ျဖတ္စက္

가스	용접기
ဂတ္စ္ ၀ရိန္ေဆာ္စက္

 

에어	콤프레서
ေလ၊ဓာတ္ေငြ႔ဖိသိပ္စက္ 

용접봉
၀ရိန္ေခ်ာင္းထုပ္

전기	용접기
လွ်ပ္စစ္ ၀ရိန္ေဆာ္စက္

 

밴딩기
ၾကိဳးသုိင္းစက္

호이스트
မတင္စက္(hoist)

컨트롤	판넬
ထိန္းခ်ဳပ္စက္

핸드카
လက္တြန္းလွည္း

전선	릴
မီးၾကိဳးေခြ

•	전기 절단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에	주의하세요.		
လွ်ပ္စစ္ျဖတ္စက္ကုိ အသုံးျပဳသည့္အခါ သတိထားပါ။

•	핸드카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편리해요.	 	
လက္တြန္းလွည္းက ေလးပင္တဲ့ အရာေတြ ေျပာင္းေရႊ႕သည့္အခါ သက္ေတာင့္သက္သာရိွ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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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고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conversations using ‘-고 있다.’

1) 가: 전기 용접기로 작업하고 있어요? 

 나: 네. . 

2) 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 

연습 2

붙이다 to stick        운반하다 to deliver

New Vocabulary

전기 용접기

밴딩기

전기 절단기

호이스트

에어 콤프레서

전기 용접기, 붙이다

핸드카, 물건을 운반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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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용접기 ㉡ 밴딩기 ㉢ 전기	절단기 ㉣ 호이스트 ㉤ 에어	콤프레서

① ⑤② ③ ④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င့္ ခ်ိတ္ဆက္ေပး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အေပၚမွ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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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စကားေျပာ ၂ 제조업 기계 ကုန္ထုတ္ေရးလုပ္ငန္းသံုး စက္ပစၥည္း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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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နဲ႔ တြဲျပီး လႈပ္ရွားမႈက ျဖစ္ေနဆဲ သို႔မဟုတ္ ဆက္ျဖစ္ေနတယ္ဆိုတာကို ေဖာ္ျပပါတယ္။ ၾကိယာမွာ 
အသတ္ရွိရွိ မရွိရွ ိ‘-고	있다’ ကိုပဲ သံုးပါတယ္။

·	가:	포장은	다	끝났어요?	ပါကင္ အကုန္ ပိတ္ျပီးသြားျပီလား။
	 나:	아니요,	밴딩기로	포장하고 있어요.	ဟင့္အင္း၊ ၾကိဳးသိုင္းစက္နဲ ့ပါကင္ ပိတ္ေနတယ္။
·	리한	씨는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어요.	ရီဟန္က အလုပ္ရုံမွာ ၀ရိန္ေဆာ္ေနတယ္။
·	저는	전기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	ကၽြန္ေတာ္ ေဖာက္စက္နဲ ့နံရံမွာ အေပါက္ေဖာက္ေနတယ္။

   41과_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121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고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conversations using ‘-고 있다.’

1) 가: 전기 용접기로 작업하고 있어요? 

 나: 네. . 

2) 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 

연습 2

붙이다 to stick        운반하다 to deliver

New Vocabulary

전기 용접기

밴딩기

전기 절단기

호이스트

에어 콤프레서

전기 용접기, 붙이다

핸드카, 물건을 운반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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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ကုိ အသုံးျပဳျပီး ၀ါက် ဆက္ပါ။
2. 그림을 보고 ‘-고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전기	용접기,	붙이다

핸드카,	물건을	운반하다

1)	

2)

가:	전기	용접기로	작업하고	있어요?	လွ်ပ္စစ္၀ရိန္ေဆာ္စက္နဲ ့အလုပ္လုပ္ေနတာလား။

나:	네,																																										.

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ဘာလုပ္ေနတာလဲ။

나:																																										.

정답 		1)	전기	용접기로	붙이고	있어요		2)	핸드카로	물건을	운반하고	있어요

‘-고	있다’ ကုိ နားလည္ရင္ ေအာက္ပါ ၀ါက်မ်ားကုိ ျဖည့္ၾကည့္ပါ။

ထပ္ျပီး ေလ့လာၾကရေအာင္။ ေအာက္ပါ ၀ါက်အတုိင္း ‘-고	있다’ ကုိ သုံးျပီး ေျပာၾကည့္ပါ။

1. 엽서에 우표를 붙이고 있어요. စာအိတ္မွာ တံဆိပ္ေခါင္း ကပ္ေနပါတယ္။

2. 트럭으로 물건을 운반하고 있어요. ထရပ္နဲ႔ ပစၥည္းေတြကုိ ေျပာင္းေရႊ႔ေန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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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2  သဒၵါ ၂ -고 있다 G41-2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먼저 드세요. အရင္ သံုးေဆာင္ပါ။

가:	바루	씨	간식	먹고	하세요.	ဘာရူ၊ အဆာေျပ စားျပီး လုပ္ပါ။
나:	이것만	하고요.	먼저 드세요.	ဒါေလးပဲ လုပ္ျပီးရင္လာပါ့မယ္။ အရင္ သံုးေဆာင္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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ဘာကုိ သံုးျပီး ဘယ္လုိ အလုပ္မ်ိဳးကို လုပ္ေနလဲ။  ဥပမာအတိုင္း ရွင္းျပေပးပါ။

12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무엇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기>처럼 설명해 보세요.
What kind of work is being done?  With what kind of a machine or a hand tool?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보기

포장하다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밴딩기로 포장하고 있어요. 

전기 용접기

밴딩기

전기 드릴 

핸드카

플라이어

1)   2)

3)   4)

용접하다

구멍을 뚫다

운반하다

철사를 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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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기>처럼 설명해 보세요.

보기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ဘာလုပ္ေနလဲ။

나:		밴딩기로	포장하고	있어요.		 	
	 ၾကိဳးသုိင္းစက္နဲ ့ပါဆယ္ထုပ္ေနပါတယ္။

밴딩기

ၾကိဳးသုိင္းစက္

포장하다 ပါဆယ္ထုပ္သည္

전기용접기

전기	드릴

핸드카

플라이어

용접하다

구멍을	뚫다

운반하다

철사를	펴다

1) 2)

3) 4)

정답 		1)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전기	용접기로	용접하고	있어요.

	 2)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핸드카로	운반하고	있어요.

	 3)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전기	드릴로	구멍을	뚫고	있어요.

	 4)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플라이어로	철사를	펴고	있어요.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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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도구
အလုပ္တြင္ လိုအပ္ေသာ ကိရိယာမ်ား  

절곡기
ျဖတ္စက္

파이프	렌치
ပိုက္ ခြရွင္

사포

ေကာ္ပတ္ၾကမ္း

송곳

ဆူးခြ်န္

결속핸들
၀ါယာၾကိဳး ဆက္စက္

그라인더(연삭기)
အေခ်ာကိုင္စက္
(ေက်ာက္စက္)

줄

တံစဥ္း

바이스

ညွပ္ခံု

쇠지레
သံတူရႊင္း

대패
ေရြေပၚထိုးစက္

정

ေဆာက္

롱노즈	플라이어

ပလာယာ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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စာပိုဒ္ကုိ နားေထာင္ျပီး ေမးခြန္း ၂ခုလံုးကုိ ေျဖေပး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မိန္းကေလး အခု ဘာလုပ္ေနပါသလဲ။

	 ①		 ②		 ③		 ④	

5.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ယာက်္ားေလးက မိန္းကေလးကုိ ဘာပစၥည္းကုိ သုံးဖို ့ေျပာပါသလဲ။

	 ①	펜치		 ②	스패너		 ③	드라이버		 ④	플라이어

12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여기 있어요.  ② 네, 제가 가져다줄게요.

③ 드라이버로 하는 게 좋아요.   ④ 드라이버 말고 이걸로 해 보세요.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5.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① 펜치  ② 스패너 ③ 드라이버 ④ 플라이어

Track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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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ဒါ ဘာလဲ။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သူ အခု ဘာလုပ္ေနတာလဲ။

	 ①			 ②			 ③			 ④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①	네,	여기	있어요.		 ②	네,	제가	가져다줄게요.

	 ③	드라이버로	하는	게	좋아요.		 ④	드라이버	말고	이걸로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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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여기 있어요.  ② 네, 제가 가져다줄게요.

③ 드라이버로 하는 게 좋아요.   ④ 드라이버 말고 이걸로 해 보세요.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5.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① 펜치  ② 스패너 ③ 드라이버 ④ 플라이어

Track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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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129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အာက္မွ ပံုမ်ားကို ၾကည့္ျပီး ေျဖေ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ဖခင္ ေမးခြန္းကို 
ေသခ်ာဖတ္ပါ။

ေမးခြန္း၃မွာ ေမးခြန္းနဲ႔ အေျဖ ျဖစ္ပါတယ္။ ေမးခြန္း ၄နဲ႔ ၅မွာေတာ့ စကားေျပာကို နားေထာင္ျပီး 
မွန္ကန္တဲ့ အေျဖကို ေရြးေပးရမွာပါ။ မေျဖခင္ ေမးခြန္းကို ေသခ်ာ ဖတ္ပါ။

ေအာက္ပါ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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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밴딩기입니다.	ဒါ ၾကိဳးသုိင္းစက္ပါ။ 

	 ②	여:	절단기입니다.	ဒါ လွ်ပ္စစ္ျဖတ္စက္ပါ။

	 ③	여:	용접기입니다.	ဒါ လွ်ပ္စစ္၀ရိန္ေဆာ္စက္ပါ။

	 ④	여:	호이스트입니다.	ဒါ မတင္စက္ပါ။

2.	①	남:	자르고	있습니다.	ျဖတ္ေနပါတယ္။

	 ②	남:	용접하고	있습니다.	၀ရိန္ေဆာ္ေနပါတယ္။

	 ③	남:	못을	박고	있습니다.	သံေခ်ာင္း ရိုက္ေနပါတယ္။

	 ④	남: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အေပါက္ ေဖာက္ေနပါတယ္။

3.	여:	이	드라이버를	리한	씨에게	좀	갖다	주세요.	ဒီ ၀က္အူလွည့္ကုိ ရီဟန္ဆီ သြားေပးေပးပါ။

4-5.		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အခု ဘာလုပ္ေနလဲ။

	 여:	펜치로	철사를	구부리고	있어요.	ပလာယာအေသးနဲ ့သံၾကိဳးကုိ ေကြးေနပါတယ္။

	 남:	펜치로	하면	힘드니까	플라이어로	해	보세요.	이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ပလာယာအေသးနဲ႔ဆုိ ခက္မွာမို႔လုိ႔ ပလာယာအၾကီးနဲ ့လုပ္ၾကည့္ပါ။ ပလာယာအၾကီးနဲ ့ဆုိ အားကုန္လည္း 
သက္သာျပီး  အလုပ္လည္း ျမန္ျမန္ျပီးတယ္။

듣기 대본  စာသား 

여:	반장님,	절단기로	절단하는	거	구경해도	돼요?	ဆရာ၊ ျဖတ္ေတာက္စက္နဲ႔ အလုပ္လုပ္တာ ၾကည့္လုိ ့ရလား။ 

남:	위험해서	안	돼요.	အႏၱရာယ္မ်ားလို ့မရဘူး။ 

여:	반장님처럼	보호구를	쓰고	볼게요.	ဆရာ့အတုိင္း အကာအကြယ္၀တ္စံု အျပည့္ ၀တ္ျပီး ၾကည့္ပါ့မယ္။

남:	좋아요.	그러면	보호구를	쓰고	오세요.	ေကာင္းျပီ။ ဒါဆုိ အကာအကြယ္ပစၥည္း ၀တ္ဆင္ျပီးမွ လာခဲ့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③		5.	④

정답 	1.	②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ပာတာကို နားေထာင္ျပီး ေမးခြန္းႏွင့္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대화	후	여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စကားေျပာျပီးေနာက္ မိန္းကေလးက ဘာကုိ လုပ္မလဲ။

	 ①	절단을	합니다.	 	 ②	보호구를	씁니다.

	 ③	반장님을	부릅니다.		 ④	절단	작업을	구경합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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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과_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12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톱 ② 볼트 

 ③ 드릴 ④ 나사못 

2.  ①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② 물건을 자르고 있습니다.  

 ③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④ 물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기계를 점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우선 스패너로 나사를  뚜껑을 열어야 해요.

① 풀고          ② 뚫고          ③ 자르고          ④ 조이고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 책상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톱 ② 니퍼 ③ 망치 ④ 전기 드릴

5. 남자가 오늘 한 작업은 무엇입니까?

① 조립을 했습니다.   ② 나무를 잘랐습니다.  

③ 구멍을 뚫었습니다.   ④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작업 

도구가 많습니다. 먼저 나무를 자르려면 톱이 필요하고 조립할 때는 못과 망치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는데 전기 드릴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작업을 다 끝낸 후에는 작업 도구를 제자리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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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ကိုက္ညီေသာ စကားလုံး သုိ႔မဟုတ္ ၀ါက်ကုိ ေရြးေပး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톱		 ②	볼트

③	드릴		 ④	나사못

2. ①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②	물건을	자르고	있습니다.

③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④	물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ကုိ ေျဖေပးပါ။

저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작업	도구가	많

습니다.	먼저	나무를	자르려면	톱이	필요하고	조립할	때는	못과	망치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는데	전기	드릴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작업을	다	끝낸	후에는	작업	도구를	제자리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ကၽြန္ေတာ္ ပရိေဘာဂစက္ရုံမွာ အလုပ္လုပ္ေနပါတယ္။ အခုတေလာ စားပဲြခံု လုပ္ေနတာမလုိ ့ပစၥည္းကိရိယာေတြ 
အမ်ားၾကီးပဲ လုိအပ္ပါတယ္။ အရင္ဆုံး သစ္သား ျဖတ္ဖို ့အတြက္ လႊ လိုအပ္ျပီး စားပဲြခံု ဆင္ဖို ့အတြက္ 
သံေခ်ာင္းနဲ ့တူလည္း လုိပါတယ္။ ဒီေန႔ အေပါက္ေဖာက္တာ လွ်ပ္စစ္ေဖာက္စက္ကုိ အသုံးျပဳေတာ့ လြယ္လြယ္ကူကူပဲ 
လုပ္ႏိုင္သြားတယ္။ အလုပ္လုပ္ခ်ိန ္မထိခိုက္မိေအာင္ သတိထားသင့္ျပီး အလုပ္ ျပီးစီးသြားရင္ ပစၥည္းကိရိယာေတြကုိ 
ေနရာတက် ျပန္ထားသင့္ပါတယ္။

4.	 	책상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စားပြဲခုံလုပ္ဖုိ႕ လုိအပ္တဲ့ ကိရိယာ မဟုတ္တာက ဘာလဲ။

					①	톱		 ②	니퍼		 ③	망치		 ④	전기	드릴

5.	 	남자가	오늘	한	작업은	무엇입니까?	ေယာက်္ားေလးက ဒီေန ့ဘာလုပ္လဲ။

					①	조립을	했습니다.		 ②	나무를	잘랐습니다.	 ③	구멍을	뚫었습니다.		 ④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သာ အေျဖကုိ ေရြးထည့္ေပးပါ။ 

	

가:		기계를	점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စက္ကုိ စစ္ေဆးမလုိ ့ဘယ္လုိလုပ္ရမလဲ။

나:		우선	스패너로	나사를																		뚜껑을	열어야	해요.		 	
	အရင္ဆုံး ဂြနဲ ့မူလီကုိ ေလ်ာ့ျပီး အဖံုးကုိ ဖြင့္ရမယ္။

					①	풀고		 ②	뚫고		 ③	자르고		 ④	조이고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ပံုေတြကို ၾကည့္ျပီး ေျဖေပးရမွာပါ။ ေလ့လာထားတဲ့ စကားလံုးေတြကို သံုးျပီး 
ေျဖၾကည့္ပါ။ 

ေမးခြန္း ၃က ကြက္လပ္မ်ားကို ျဖည့္ေ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၄နဲ ့၅ကေတာ့ ၀ါက်ေတြကို ဖတ္ျပီး 
အေျဖ ေျဖေပးရမွာပါ။

정답 	1.	②		2.	②		3.	①		4.	②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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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20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ဗ်ည္းႏွစ္လံုးဆံုၾကရင္ အသံေျပာင္းပါတယ္။ ႏွာသံနဲ႔ လွ်ာလိပ္သံ ‘ㄹ’ တုိ႔ ဆံုရင္ ‘ㄹ’ 
ကို ႏွာသံ ‘ㄴ[n]’ အျဖစ္ အသံထြက္ေပးရပါတယ္။

(1)	정리,	종로

(2)	심리,	탐라

(3)	책을	읽은	후에는	잘	정리하세요.	/	심리학을	전공해요.

정답 	1.	①			2.	③			3.	④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1.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에서															가	되고	싶습니다.

ကၽြန္ေတာ္ ထမင္းဟင္း ခ်က္တာ ၾကိဳက္ႏွစ္သက္တာေၾကာင့္ ကုိရီးယားမွာ စားဖိုမွဴး ျဖစ္ခ်င္ပါတယ္။ 

	 ①	조리사	 ②	미용사	

	 ③	정비사	 ④	운전사

2.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많이	피곤합니다.	오늘은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ပိတ္ရက္မွာလည္း အလုပ္သြားတာမုိ႔လုိ႔ အရမ္း ပင္ပန္းပါတယ္။ ဒီေန႔ေတာ့ ေစာေစာ ျပန္နားဖို ့လုပ္ထားတယ္။ 

	 ①	아직	 ②	벌써	

	 ③	일찍	 ④	이미

3.

	
다음	주에	동료들과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물	숙소를															.

ေနာက္အပတ္ လုပ္ေဖာ္ကိုင္ဖက္ေတြနဲ႔ ခရီးသြားမလုိ႔ လုပ္ထားတယ္။ ဒါေၾကာင့္ ဒီေန႔ ကၽြန္ေတာ္တုိ႔ တည္းမယ့္ 
ေနရာကုိ ဘြတ္ကင္ လုပ္လုိက္တယ္။ 

	 ①	받았습니다	 ②	주었습니다	

	 ③	정리했습니다	 ④	예약했습니다



154  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ဘာရူနဲ ့မင္းဆူ စကားေျပာေနပါတယ္။ အရင္ဆံုး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ဒီစက္ကို ဘယ္လို ကိုင္ရမလဲ သိလား။ 

민수	 	바루 씨, 오늘은 이 기계로 목재 자르는 일을 해야 해요.
  ဘာရူ ဒီေန ့ဒီစက္နဲ ့သစ္သားကုိ ျဖတ္ရမယ္။

바 루	 	그래요? 민수 씨는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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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해요. 이렇게 ⋯⋯. 자, 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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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ပါ။ ျပီးေတာ့ ဒီပါ၀ါခလုတ္ကုိ အေပၚ တင္လုိက္ရင္ စက္က စလည္ျပီ။ ဒီလုိ .. 
လဲခ်င္တယ္။ 

바 루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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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လက္ကုိင္မွာ ရွိတ့ဲ ေဘးကင္းခလုတ္ကုိ ႏိွပ္ျပီး ပါ၀ါခလုတ္ကုိ အေပၚ 

တင္ရင္....... ေအာ္ ရျပီ။

민 수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
  စက္ စလည္ျပီဆုိ လက္ကုိင္ကုိ အေပၚ ေအာက္ ေရႊ ု့ျပီး သစ္သားကုိျဖတ္ရင္ ရျပီ။ 

이걸 ဒါကုိ 
이것을	= 이걸

ပံုမွန္ ပံုမွန္စကားေျပာတြင္  ‘이걸’ 

ကုိ အမ်ားအားျဖင့္ အသုံးျပဳသည္။ 

·	이걸	사고	싶은데	얼마예

요?
  ဒါကုိ ၀ယ္ခ်င္လို ့ 

ဘယ္ေလာက္လဲ။ 

·	이걸	다른	걸로	바꾸고	싶

어요.		

  ဒါကုိ တျခားဟာနဲ ့ ေကာင္းျပီ၊ 

တစ္ခါေလာက္ လုပ္ၾကည့ ္

ပါ။ 

-기 시작하다 - ဖို ့စတယ္။
၏ အေရွ ့တြင္ ၾကိယာ ရွိပါက 
ၾကိယာကုိ ‘V-기’ ပံုစံျဖင့္ 
ေျပာင္းျပီးေနာက္ ‘시작하다’ ကုိ 
သုံးရမည္။  
·	어제부터	한국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မေန႔ကစျပီး 
ကုိရီးယားကုမၸဏီမွာ 
အလုပ္စလုပ္တယ္။  

·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မနက္ကေန မုိးစရြာတယ္။ 

1. 바루 씨는 오늘 무슨 일을 할 거예요?	ဒီေန ့ဘာရူ ဘာလုပ္မလဲ။

2.  이 기계를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ဒီစက္ကုိ သုံးဖို ့အရင္ဆံုး ဘာလုပ္ရမလဲ။

အေသအ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ဆို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ရေအာင္။

정답 		1.	목재	자르는	일을	할	거예요.	2.	안전	스위치를	눌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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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စက္လည္ပတ္ပံုကို ရွင္းျပျခင္း၊  
အလုပ္ မွတ္တမ္းတင္ျခင္း

□သဒၵါ  -는지 알다/모르다, -(으)ㄹ 것 같다

□ေ၀ါဟာရႏွင့္ အသံုးမ်ား  စက္လည္ပတ္ျခင္း၊ ထုပ္ပိုးျခ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စက္ကုိ နည္းစနစ္က်က် ေဘးကင္းစြာ လည္ပတ္အသုံးျပဳနည္း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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စက္ လည္ပတ္ပံုနဲ ့ပတ္သက္တဲ့ အေၾကာင္း ေလ့လာသင္ယူရေအာင္။

작동하다
လည္ပတ္သည္

돌리다
လွည့္သည္

적재하다
မတင္သည္

사용하다/쓰다
အသုံးျပဳသည္

끼우다
တပ္ဆင္သည္

누르다
ဖိႏွိပ္သည္

꽂다
ပင္ရိုက္သည္

올리다
အေပၚ တင္သည္

빼다
ျဖဳတ္သည္

내리다
ေအာက္ခ်သည္

걸다
ခ်ိတ္သည္

•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ပါ၀ါခလုတ္ကုိ အေပၚသုိ ့တင္လုိက္ရင္ စက္ စတင္ လည္ပတ္ပါသည္။

•	불을	켜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မီးဖြင့္ဖို ့ခလုတ္ကုိ ႏွိ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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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는지 알다/모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는지 알다/모르다.’   

1) 가: 이 기계 어떻게 ? [작동하다]

 나: 네,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2) 가: 이걸 어디에 꽂는지 알아요? 

 나: 아니요, . [꽂다]

3) 가: 이 전구요. 어떻게 ? [끼우다]

 나: 잠깐만요. 제가 해 볼게요. 

①     ㉠

②     ㉡

③     ㉢

④     ㉣

⑤     ㉤

걸다

빼다

꽂다

끼우다

적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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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다 ㉡ 빼다 ㉢ 꽂다 ㉣ 끼우다 ㉤ 적재하다

① ⑤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ဖင့္ ခ်ိတ္ဆက္ေပးပါ။ 

အေပၚမွ စကားလံုးမ်ားကို မၾကည့္ဘဲ ေျဖၾကည့္ပါ။

정답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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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기계 작동 စက္ လည္ပတ္ျ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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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는지 알다/모르다 G42-1

ၾကိယာနဲ႔ တြဲျပီး ေရွ႕ဝါက်နဲ႔ပတ္သက္ျပီး ေမးျမန္းတာျဖစ္ပါတယ္။ ၾကိယာမွာ အသတ္ရွိရွိ မရွိရွိ ‘-는지	알다/모르다’ 
ကို သံုးပါတယ္။

·	가:	이	기계를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ဒီစက္ကို ဘယ္လို ပိတ္ရလဲ သိလား။
	 	나:	네,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돼요.	ဟုတ္ကဲ့။ လက္ကိုင္ကို ဘယ္ဘက္ကို လွည့္လိုက္ရင္ ရျပီ။

·	가:	이걸	어떻게	꽂는지 모르겠어요.	ဒါ ဘယ္လို ထည့္ရလဲ မသိဘူး။ 
	 	나:	이쪽을	잡고	꽂으면	돼요.	ဒီဘက္ကေန ကိုင္ျပီး ထည့္ရင္ ရတယ္။

‘-는지	알다/모르다’ ကုိ နားလည္ျပီဆုိရင္ ၾကိယာကုိ သုံးျပီး ကြက္လပ္ျဖည့္ၾကည့္ပါ။

‘-는지	알다/모르다’ ကို သံုးျပီး ေအာက္ပါေ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1.	가:	시내에	어떻게																										알아요? ျမိဳ ့ထဲကုိ ဘယ္လုိ သြားရလဲ သိလား။

    나:	네,	205번	버스를	타세요. ဘတ္စ္ကား နံပါတ္ ၂၀၅ကုိ စီးသြားပါ။

2.	가:	우체국이	어디에																							알아요? စာတုိက္က ဘယ္မွာ ရိွလဲ သိလား။

				나:	은행	옆에	있어요. ဘဏ္ေဘးမွာ ရိွတယ္။

정답 		1.	가는지		2.	있는지

2.				‘-는지	알다/모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는지	알다/모르다’ ကုိ အသုံးျပဳျပီး ကြက္လပ္ျဖည့္ပါ။

	 1)	가:			이	기계	어떻게																																																										?	[작동하다]		

ဒီစက္ကို ဘယ္လို စက္ဖြင့္လဲ။?

	 	 나:	네,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ဟုတ္။ ခလုတ္ကို ဆဲြတင္လိုက္ရင္ ရျပီ။

	 2)	가:	이걸	어디에	꽂는지	알아요?	ဒါကို ဘယ္မွာ ထည့္ရလဲ သိလား။

	 	 나:			아니요,																																																										.	[꽂다]		

ဟင့္အင္း၊ ဘယ္လို ထည့္ရလဲ မသိဘူး။ 

	 3)	가:			이	전구요.	어떻게																																																										?	[끼우다]		

ဒီ မီးလံုးကိုေလ။ ဘယ္လို တပ္ရလဲသိလား။

	 	 나:	잠깐만요.	제가	해	볼게요.	ခဏ။ လုပ္ၾကည့္ၾကည့္မယ္။

정답 		1)	작동하는지	알아요		2)	어디에	꽂는지	몰라요		3)	끼우는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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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င္ဒီခါနဲ႔ အလုပ္ၾကီးၾကပ္သူက စကားေျပာေနပါတယ္။ သူတို ့ဘာေတြ ေျပာေနလဲဆိုတာ 
အရင္ဆံုး နားေထာင္ၾကည့္ျ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반   장	 	오늘 작업은 얼마나 진행됐어요?
  ဒီေန ့အလုပ္ ဘယ္ေလာက္ ျပီးသြားလဲ။

인디카	 	오전에는 골판지 자르는 작업을 끝냈고

요, 오후부터 접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시까지는 주문 받은 상

자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မနက္ပိုင္းတုန္းက  ကတ္ထူျပားေတြကုိ  ျဖတ္ျပီးသြားျပီ။ 

ညေနပိုင္းကစျပီး ေခါက္ျပီး ကပ္တာေတြ လုပ္ေနတယ္။ 
ဒီလုိဆုိရင္ ညေန ေျခာက္နာရီအထိေတာ့ မွာထားတဲ့ 
ကတ္ထူပံုးေတြ ျပီးမယ္နဲ ့တူတယ္။

반   장	 	골판지는 충분해요? 어제 작업 끝난 후

에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던데요.
  ကတ္ထူျပားေတြ ေလာက္ရဲ့လား။ မေန႔က အလုပ္ျပီးခ်ိန္ 

ၾကည့္ေတာ့ ဘယ္ေလာက္မွ မက်န္ေတာ့ဘူး။

인디카	 	네, 지난주에 주문한 골판지가 오늘 오후

에 도착할 거니까 문제없을 것 같아요 
 ဟုတ္ကဲ့၊ အရင္အပတ္က မွာထားတဲ့ ကတ္ထူျပားေတြ  
ဒီေန ့ညေန ေရာက္မွာမို႔လုိ႔ ျပႆနာ မရိွေလာက္ပါဘူး။

얼마 남지 않다 
ဘယ္ေလာက္မွ မက်န္ေတာ့ဘူး။
·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끝날	거예요.

  အလုပ္ ဘယ္ေလာက္မွ 
မက်န္ေတာ့ဘူး။ ခဏေနဆုိ 
ျပီးေတာ့မွာ။

·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ကုိရီးယားကေန ျပန္ရေတာ့မယ့္ 
ရက္ ဘယ္ေလာက္မွ 
မက်န္ေတာ့ဘူး။ 

문제없다 ျပႆနာ မရွိဘူး။ 
·	상품의	질이	좋아서	판매하
는	데는	문제없을	거예요.

  ပစၥည္းရဲ့ အရည္အေသြး 
ေကာင္းတာေၾကာင့္ ေရာင္းတဲ့ 
အခါ ျပႆနာ မရွိေလာက္ပါဘူး။ 

·	다음	주	출장	준비는	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နာက္အပတ္ 
အလုပ္ခရီးထြက္ဖို ့ျပင္ဆင္တာ 
ျပႆနာမရွိဘဲ အဆင္ေျပရဲ့လား။ 

1. 인디카 씨는 오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အင္ဒီခါက ဒီေန႔ မနက္ပိုင္းမွာ ဘာလုပ္ခဲ့လဲ။

2.   인디카 씨는 골판지를 언제 주문했어요?  
အင္ဒီခါက ကတ္ထူျပားေတြကုိ ဘယ္အခ်ိန္က မွာခဲ့လဲ။ 

ေသခ်ာ နားေထာင္ လိုက္ဆိုျပီး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골판지	자르는	일을	했어요.		2.	지난주에	주문했어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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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ထုပ္ပိုးခ်ိန္ လိုအပ္တဲ့ ေ၀ါဟာရေတြကို ေလ့လာသင္ယူရေအာင္။

재다
တုိင္းတာသည္

붙이다
ကပ္သည္

제작하다
ျပဳလုပ္သည္

접다
ေခါက္သည္

완성하다
ျပီးစီးသည္

오리다
ညွပ္သည္

조절하다
ညိွသည္

자르다
ျဖတ္ေတာက္သည္

달다
တပ္သည္

옮기다
ေရႊ႕သည္

•	상자를	자른	후에	접으세요.

 ကတ္ထူပံုးကို  ျဖတ္ျပီးေနာက္ ေခါက္ပါ။

•	상자에	손잡이를	달면	완성됩니다.

 ကတ္ထူပံုးမွာ လက္ကုိင္ တပ္ျပီးရင္ ျပီးျပီ။

•	상자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ကတ္ထူပံုးကုိ ေရႊ႕တဲ့ အလုပ္ကုိ လုပ္ေနတယ္။

   42과_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131

연습 2

2. ‘-(으)ㄹ 것 같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conversations using ‘-(으)ㄹ 것 같다.’

1) 가: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요? 

 나: . [2시까지 할 수 있다] 

2) 가: 상자 300개를 내일 아침까지 제작할 수 있을까요?

 나: . [그것은 힘들다] 

3) 가: ? [자르는 작업을 다 끝낼 수 있다]  

 나: 그럼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 가: 바루 씨, 내일 같이 소풍을 가는 게 어때요?    

      . [날씨가 아주 맑다] 

 나: 그래요? 좋아요. 맛있는 것 준비해서 다녀옵시다. 

→ → →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2) 3) 4) 5)

보기 붙이다                 자르다                 접다                 오리다                 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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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ဥပမာထဲမွ ေရြးထည့္ေပးပါ။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붙이다	 	 	 	 자르다	 	 	 	 접다	 	 	 	 오리다	 	 	 	 재다

1) 2) 3) 4) 5)

အေပၚက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재다		2)	자르다		3)	오리다	4)	접다		5)	붙이다

어휘 2  စကားေျပာ ၂ 포장 작업 ထုပ္ပိုးျ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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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ㄹ 것 같다’ နဲ႔ ‘-는/(으)ㄴ 같다’

‘-(으)ㄹ	것	같다’, ကို အနာဂတ္ႏွင့္ ပတ္သက္ျပီး ခန္႔မွန္းသည့္ အခါ သံုးျပီး ‘-는/(으)ㄴ	같다’ ကို 
ယခုလက္ရွိအခ်ိန္ႏွင့္ ပတ္သက္ေသာ ထင္ျမင္ခ်က္မ်ားတြင္ သံုးသည္။ 

·		오후에는	비가	올 것 같아요.	

·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မျဖစ္ေသးေသာ အျပဳအမူ သုိ႔မဟုတ္ အေျခအေနကုိ ခန္႔မွန္းသည့္ အခါတြင္ အသုံးျပဳသည္။ လႈပ္ရွားမႈျပ၊ ျဖစ္ျခင္းျပ၊ 
ဂုဏ္ရည္ျပ ႀကိယာႏွင့္အတူ အသံုးျပဳသည္။ 

·	가:	언제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အလုပ္ ဘယ္အခ်ိန္ ျပီးမယ္လို ့ထင္လဲ။
	 	나:	6시쯤	끝날	것	같아요.	ေျခာက္နာရီေလာက္ ျပီးမယ္နဲ ့တူတယ္။

·	가: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မိုးရြာေတာ့မယ္နဲ ့တူတယ္။
	 	나:	그래요?	우산은	가지고	왔어요?	တကယ္လား။ ထီးယူလာလား။

2.		‘-(으)ㄹ	것	같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으)ㄹ것	같다’	ကုိ အသုံးျပဳျပီး ေအာက္မွ ၀ါက်မ်ားကို ဆက္ပါ။

	 1)	가: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요?	ဘယ္အခ်ိန္ေလာက္ ျပီးႏိုင္မလဲ။ 

	 	 나:																																											.	[2시까지	할	수	있다	၂နာရီအထိ ျပီးႏိုင္မယ္လို႔ ထင္တယ္။]

	 2)	가:			상자	300개를	내일	아침까지	제작할	수	있을까요?		

ပံုး အခု ၃၀၀ကို မနက္ျဖန္မနက္ထိ လုပ္ႏိုင္ပါ့မလား။ 

	 	 나:																																											.	[그것은	힘들다	အဲ့ဒါေတာ့ ခက္မယ္နဲ႔ တူတယ္။]

	 3)	가:																																																																											?		

[자르는	작업을	다	끝낼	수	있다	ျဖတ္တဲ့ အလုပ္ကို အကုန္ ျပီးႏိုင္မယ္လုိ႔ ထင္လား။ ]

	 	 나:	그럼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အင္း၊ ကၽြန္ေတာ္ ကူလုပ္ေပးမွာမို႔လို႔ စိတ္မပူပါနဲ႔။ 

	 4)	가:	바루	씨,	내일	같이	소풍을	가는	게	어때요?	ဘာရူ မနက္ျဖန္ အတူတူ ေပ်ာ္ပဲြစားထြက္ရင္ ေကာင္းမလား။

	 	 나:																																																																					.	[날씨가	아주	맑다	ရာသီဥတု သာယာမယ္နဲ႔ တူတယ္။]

정답 		1)	2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것은	힘들	것	같아요

	 3)	자르는	작업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	날씨가	아주	맑을	것	같아요

‘-(으)ㄹ	것	같다’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으)ㄹ 것 같다 G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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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စက္ကုိင္တြယ္တဲ့ နည္းလမ္းကုိ မသိရင္ ဘယ္လုိမ်ိဳး ေျပာရမလဲ။ ဥပမာအတုိင္း ေျပာၾကည့္ပါ။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보기>처럼 물어보세요.

132   한국어 표준교재

보기

작동하다

꽂다

자르다

달다

걸다

상자를 접다

조절하다

가: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활동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보기>처럼 물어보세요.
What should you say if you don’t know how to operate a machine?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1) 

3) 

5)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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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다

자르다

달다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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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작동하다

꽂다

자르다

달다

걸다

상자를 접다

조절하다

가: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활동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보기>처럼 물어보세요.
What should you say if you don’t know how to operate a machine?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1) 

3) 

5)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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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다

상자를	접다

조절하다

2)

4)

6)

정답 		1)	이거	어떻게	꽂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2)	이거	어떻게	거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3)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4)	이거	어떻게	접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5)	이거	어떻게	다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6)	이거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가: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ဒီ စက္ကုိ ဘယ္လုိ ကိုင္ရမလဲ သိလား။ သိလား။ ျပေပးပါ။

나:		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အင္း၊ ဒီမွာၾကည့္ ဒီလုိ လုပ္ရင္ ရျပီ။

작동하다	လည္ပတ္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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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작동하다

꽂다

자르다

달다

걸다

상자를 접다

조절하다

가: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활동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보기>처럼 물어보세요.
What should you say if you don’t know how to operate a machine?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1) 

3) 

5)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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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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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구 및 기계 사용법
ကိရိယာမ်ားႏွင့္ စက္ပစၥည္းမ်ားကို အႏၱရာယ္ကင္းစြာ ကိုင္တြယ္နည္း

수공구는	확실하게	잡고	작업물에	정확하게	장착	후		

사용해야	합니다. 

လက္ကိုင္ကို ခိုင္ျမဲစြာ ကိုင္ျပီး ပစၥည္းႏွင့္ အံ၀င္ခြင္က် ထားျပီးမွ
အသံုးျပဳပါ။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는	장갑을	착용한	채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လည္ပတ္ေနေသာ စက္ပစၥည္းကို အသံုးျပဳခ်ိန္ လက္အိတ္  
စြပ္ျပီး မကိုင္တြယ္သင့္ပါ။

연마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벗고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맨손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က်ာက္ေသြးစက္ စေသာ မ်က္ႏွာျပင္ညိွစက္မ်ားကို ကိုင္တြယ္ခ်ိန္
အရိွန္ ျဖည္းျဖည္းျဖင့္ လည္ပတ္ျပီး လက္ဗလာျဖင့္ 
လုပ္ကိုင္သင့္သည္။

선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시간	기계를	공회전		

시켜서	부품의	물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တြင္ခံုျဖင့္ အလုပ္မလုပ္ခင္ ခဏတျဖဳတ္ စက္သတ္ျပီး 
အပိုကိရိယာပစၥည္းမ်ား စက္တြင္ ေနရာတက် ခိုင္ျမဲစြာ 
တပ္ဆင္ထားျခင္း ရိွ မရိွကို စစ္ေဆးသင့္ပါသ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162  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42 ဒီစက္ကို ဘယ္လို ကိုင္ရမလဲ သိလား။  163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နားေထာင္ျပီး အေျဖေရြးေပးပါ။

1.	 ①	접어요.		 ②	작아요.		 ③	좁아요.		 ④	저예요.

2.	 ①	내려요.		 ②	눌러요.		 ③	올려요.		 ④	붙여요.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ပါ။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နားေထာင္ျပီး ေမးခြန္းႏွင့္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ယာက်္ားေလးက လုပ္ရမယ့္ အလုပ္ကုိ ေဖာ္ျပပါ။ 

	 ①	기계를	고쳐야	합니다.		 ②	기계를	옮겨야	합니다.

	 ③	기계로	작업해야	합니다.		 ④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Track 132

3.	 ①	아니요,	잘	쓸	수	있어요.		 ②	네,	전에도	사용해	봤어요.

	 ③	네,	주임님한테	물어볼게요.		 ④	아니요,	기계가	여기	없어요.

4.	 ①	4시면	끝날	것	같아요.		 ②	이제	골판지를	오리세요.

	 ③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④	상자는	이쪽에	쌓아	두세요.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နဲ ့၂မွာ အေၾကာင္းအရာနဲ ့ပတ္သက္ေသာ စကားလံုးမ်ားကို ေရြးခ်ယ္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မီ ေမးခြန္းကို ေသခ်ာစြာ ဖတ္ပါ။

ေမးခြန္း ၃နဲ႔ ၄မွာ အေျဖမွန္ကို ေရြးေ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၅မွာ စကားေျပာတာကို နားေထာင္၍ 
ေမးခြန္းအတြက္ အေျဖမွန္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မီ ေမးခြန္းကို ေသခ်ာစြာ ဖ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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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지금	상자를	접고	있지요?	အခု ကတ္ထူပံုးကုိ ေခါက္ေနတာလား။

	 여:	네,	지금	작업	중이에요. အင္း၊ အခု လုပ္ေနတာ။

2.	여: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စက္လည္ေအာင္ ဘယ္လုိ လုပ္ရလဲ။

	 남:	여기를	누르면	돼요.	ဒါကုိ ႏွိပ္ရင္ ရျပီ။ 

3.	여: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ဒီ စက္ကုိ ဘယ္လုိ သုံးရလဲ သိလား။

4.	여: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ကတ္ထူပံုး လုပ္တာ အကုန္ ျပီးျပီလား။

5.	여: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한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지	알지요?	

	 	 	ဒီေနရာက ေနာက္အပတ္ကစျပီး အလုပ္လုပ္ရမယ့္ လုပ္ငန္းခြင္ပါ။ ဒါက ရီဟန္က ကုိင္ရမယ့့္ ၾကိဳးသုိင္းစက္ပါ။ 
ဘယ္လုိ သံုးရလဲ သိတယ္မလား။

	 남: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ဟုတ္၊ မေန ့က သင္ထားပါတယ္။ အရင္ စက္ရုံမွာလည္း ကုိင္ဖူးပါတယ္။

	 여:	그럼	잘하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ဒါဆုိ ေတာ္ေတာ္ ကၽြမ္းမွာပါ။ အရင္ဆုံး ဒီက ေဘးကင္းခလုတ္ကုိ ခ်ျပီးမွ အသုံးျပဳပါ။

	 남: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သိပါျပီ။

듣기 대본  စာသား 

1.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남자는	무엇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ယာက်္ားေလးက ဘာကုိ ေၾကညာေနပါသလဲ။ 

	 ①	작업	위치와	장소	 	 ②	작업장	청소	방법

	 ③	작업	도구	이용법	 	 ④	작업할	때	주의할	점		

남:		어제	저녁에	작업장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남아	있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작업장에	있는	기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မေန ့ညေနက လုပ္ငန္းခြင္ သန္ ့ရွင္းေရးလုပ္ခဲ့ပါတယ္။ ၾကမ္းျပင္မွာ ေရေတြ က်န္ေနေသးတာေၾကာင့္ 
ေခ်ာ္လဲႏုိင္ပါတယ္။ သတိထားပါ။ ျပီးေတာ့ လုပ္ငန္းခြင္မွာ ရွိတဲ့ စက္ထဲကုိ ေရမ၀င္သြားေအာင္ ဂရုစိုက္ေပး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④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①		5.	③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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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목재입니다. ② 상자입니다. 

 ③ 철근입니다. ④ 전구입니다. 

2.  ① 전선을 걸고 있습니다. ②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③ 스위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④ 손잡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기계를 다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합니다.

① 넣어야 ② 내려야 ③ 꽂아야 ④ 작동해야

4. 칼로 종이를  때는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① 잴 ② 붙일 ③ 자를 ④ 접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민수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① 냄비를 팝니다.  ② 물건을 옮깁니다.

③ 냄비를 만듭니다.  ④ 기계를 작동합니다.

민수 씨는 냄비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냄비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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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ကုိက္ညီေသာ ၀ါက်ကုိ ေရြးေပးပါ။

1. ①	목재입니다.		 ②	상자입니다.

③	철근입니다.		 ④	전구입니다.

2. ①	전선을	걸고	있습니다.		 ②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③	스위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④	손잡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기계를	다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합니다.

စက္ကုိ အသုံးျပဳျပီးေနာက္ ပါ၀ါခလုတ္ကို အေသအခ်ာ ေအာက္ခ် ရမည္ ျဖစ္ပါတယ္။

					①	넣어야		 ②	내려야		 ③	꽂아야		 ④	작동해야

4.
	

칼로	종이를																			때는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ဓားျဖင့္ စကၠဴကို ျဖတ္ခ်ိန္ လက္ကုိ မထိမိေစရန္ ဂရုစိုက္ပါ။

					①	잴		 ②	붙일		 ③	자를		 ④	접을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သာ အရာကုိ ေရြးပါ။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ကုိ ေျဖပါ။ 

	

민수	씨는	냄비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

기	때문에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냄비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မင္းဆူဟာ ဒယ္အုိးလုပ္တ့ဲ စက္ရံုမွာ အလုပ္လုပ္ပါတယ္။ ဒါေပမ့ဲ မင္းဆူဟာ ဒီအလုပ္ကုိ စလုပ္တာ 
မၾကာေသးတာေၾကာင့္ စက္ကုိ ဘယ္လုိ ကုိင္တြယ္ရမလဲ မသိေသးပါဘူး။ ဒါေၾကာင့္ ပစၥည္းေတြ ေရႊ႕တ့ဲ အလုပ္ကုိပဲ 
လုပ္ေနပါတယ္။ ဒါေပမ့ဲ မၾကာခင္ စက္ ကုိင္တြယ္ပုံကုိ သင္ယူျပီး ထုတ္လုပ္ေရးဖက္ကုိ လုပ္ေတာ့မွာပါ။

	 	민수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မင္းဆူက အခု ဘာလုပ္ေနလဲ။

					①	냄비를	팝니다.		 	 ②	물건을	옮깁니다.

					③	냄비를	만듭니다.		 	 ④	기계를	작동합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 ့၂မွာ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၀ါက်ကို ေရြးေပးရမွာပါ။ ေလ့လာထားတဲ့
ေဝါဟာရ ေတြနဲ ့ေအာက္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မးခြန္း ၃နဲ႔ ၄မွာ သင့္ေတာ္တဲ့ စကားလံုးကို ကြက္လပ္မွာ ျဖည့္ေ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၅မွာ 
စာပိုဒ္ကို ၾကည့္ျပီး ေမးခြန္း ေျဖေပးရမွာပါ။

정답 			1.	②		2.	②		3.	②		4.	③		5.	②

164  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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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21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ဗ်ည္းႏွစ္လံုးဆံုၾကရင္ အသံေျပာင္းပါတယ္။ သံျပတ္နဲ႔ လွ်ာလိပ္သံတုိ႔ ဆံုရင္ သူတုိ႔ 
ႏွစ္ခုစလံုးဟာ ႏွာသံျဖစ္သြားပါတယ္။  ဒါေပမဲ့ အသံထြက္တဲ့ တည္ေနရာကေတာ့ မေျပာင္းပါဘူး။

(1)	국립,	격려,	독립	

(2)	압력,	협력,	격리

(3)	서로	협력해야	해요.	/	내일이	독립	기념일이에요.

정답 		1.	③			2.	②			3.	②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1.

	
전화를	잘못																그냥	끊지	말고	“미안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ဖုန္း မွား ဆက္မိရင္ ဒီတုိင္း မခ်လုိက္ပဲနဲ ့ေဆာရီးလုိ ့ေျပာသင့္တယ္။ 
	

	 ①	울렸으면	 ②	울었으면	 ③	걸었으면	 ④	걸렸으면	

2.

	
한국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센터에	있는															에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ကုိရီးယားမွာ ေနထုိင္ေနရင္းနဲ ့အခက္အခဲ ရွိပါက စင္တာမွာ ရွိတဲ့ ေဆြးေႏြးခန္း သြားျပီး စကားေျပာၾကည့္ပါ။ 
	

	 ①	자료실	 ②	상담실	 ③	준비실	 ④	체력단력실

3.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는데	리한	씨가	퇴근길에	약을	사다	주었습니다.	리한	씨에게	많이	

																																				.

နာက်င္ကိုက္ခဲေနတာေၾကာင့္ ရုံး မသြားႏိုင္တာကို ရီဟန္က ရုံးဆင္းခ်ိန္မွာ ေဆး၀ယ္လာေပးတယ္။ ရီဟန္ကို 
အရမ္း ေက်းဇူးတင္တာပဲ။ 

	

	 ①	쉬웠습니다	 ②	고마웠습니다	 ③	어려웠습니다	 ④	친절했습니다

164  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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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ဒစ္က ေဂၚႏူကို ဒီေန ့အလုပ္မွာ ဘာလုပ္သင့္လဲဆိုတဲ့ အေၾကာင္း
ေျပာျပေနတာပါ။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아딧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해야 할 작업을 알려 드리겠
습니다. 오늘은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조립하
는 일을 할 겁니다. 저희 팀은 먼저 여기 있는 철근
을 3층으로 옮겨 놓을 건데요. 철근을 모두 옮겨 놓
은 후에는 건우 씨가 거푸집 설치팀 반장에게 보고
해 주세요. 그러면 거푸집 설치팀에서 작업을 시작
할 겁니다.

  အားလုံးကုိ အခုခ်ိန္ကစျပီး ဒီေန႔ လုပ္ရမယ့္ အလုပ္အေၾကာင္းကုိ 
ေျပာျပပါမယ္။ ဒီေန႔ ကြန္ကရစ္မုိ ေဆာက္ျပီး ေအာက္ခံ 
ကြန္ကရစ္သံေခ်ာင္းေတြကုိ တပ္ဆင္တ့ဲ အလုပ္လုပ္ရမွာပါ။ 
ကၽြန္ေတာ္တုိ႔ အဖြဲ႔က အရင္ဆုံး ဒီမွာ ရိွတ့ဲ သံေခ်ာင္းေတြကုိ သုံးလႊာဆီ 
ေျပာင္းေရႊ႕ထားရမယ္။ သံေခ်ာင္းေတြ အကုန္လုံး ေျပာင္းေရႊ႕ျပီးရင္ 
ေဂၚႏူက ကြန္ကရစ္မုိ ေဆာက္မယ့္ အလုပ္ၾကီးၾကပ္သူဆီ 
အေၾကာင္းၾကားေပးပါ။ အ့ဲဆုိ ကြန္ကရစ္မုိ ေဆာက္တ့ဲ အဖြဲ႔က အလုပ္ 
စလုပ္လုိ႔ရျပီ။ 

건우	 	네, 알겠어요. 작업이 끝나면 바로 보고할게요.
  ဟုတ္က့ဲ သိပါျပီ၊ အလုပ္ျပီးရင္ ခ်က္ခ်င္း အေၾကာင္းၾကားေပးပါမယ္။

아딧	 	그 후엔 바로 조립 작업을 시작할게요. 자, 그럼 시
작합시다.

    အဲ့တာျပီးရင္ ခ်က္ခ်င္း သံေခ်ာင္းဆင္တဲ့ အလုပ္ကုိ စမယ္။ ကဲ အခုပဲ 
အလုပ္စရေအာင္။

바로 ခ်က္ခ်င္း
·	지금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အခုခ်က္ခ်င္း စထြက္မလုိ႔ လုပ္ေနပါတယ္။ 
·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ကုမၸဏီကုိ ေရာက္ရင္ ခ်က္ခ်င္း ဆက္သြယ္ပါ မယ္။ 

-아/어 드리다 ေပးပါသည္။

‘-아/어	주다’	၏ အျမင့္သုံးစကားလုံး 

ျဖစ္သည္။

·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ကၽြန္ေတာ္ ကူညီေပးပါ့မယ္။ 

·	내일까지	자세한	출장	일정

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မနက္ျဖန္အထိ အလုပ္ခရီး

ထြက္ဖို ့ေန ့ရက္အစီအစဥ္ 

အေသးစိတ္ကုိ အသိေပး 

ပါ့မယ္။ 

43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ကြန္ကရစ္ သံေခ်ာင္းေတြကို ေရႊ ့ေပးပါ။

1. 아딧 씨 팀은 오늘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အာဒစ္တုိ႔ အဖြဲ႔ ဒီေန႔ အရင္ဆုံး ဘာအလုပ္ကုိ လုပ္ၾကမွာလဲ။ 

2. 거푸집 설치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ကြန္ကရစ္မို ေဆာက္ျပီးရင္ ဘာကုိ လုပ္မလဲ။

ေသခ်ာ နားေထာင္လိုက္ဆိုျပီး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ရေအာင္။

정답 		1.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		2.	철근	조립	작업을	할	거예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လုပ္ခြင္ စီမံခန္ ့ခဲြျခင္း၊ၾကီးၾကပ္ျခင္း
□သဒၵါ  -아/어 놓다, -지요

□ေ၀ါဟာရႏွင့္ အသံုးမ်ား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ခြင္ဆိုင္ရာ  
ထုပ္ပိုးျခင္းနဲ ့ျဖန္ ့ျဖဴးျခင္းလုပ္ငန္းဆိုင္ရာ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ဆာက္လုပ္ေရး လုပ္ငန္းခြင္သုံး စက္ပစၥည္းၾကီး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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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ဆာက္လုပ္ေရး လုပ္ငန္းခြင္မွာ အသံုးမ်ားတဲ့ စကားလံုးေတြနဲ ့ေဆာက္လုပ္ေရး 
ပစၥည္းေတြနဲ ့ပတ္သက္ျပီး ေလ့လာသင္ယူရေအာင္။

땅을	파다
ေျမတူးသည္

거푸집을	설치하다
ကြန္ကရစ္မို ေဆာက္သည္

철근을	조립하다
သံေခ်ာင္း တပ္ဆင္သည္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ကြန္ကရစ္ ေလာင္းသည္

시멘트
ဘိလပ္ေျမ

건물을	짓다
အေဆာက္အဦ ေဆာက္သည္။

비계
ျငမ္းစင္

콘크리트
ကြန္ကရစ္

건설
ေဆာက္လုပ္ေရး

공사장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ခြင္

벽돌
အုတ္

철근
ကြန္ကရစ္ သံေခ်ာင္း

• 공사장에서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해야	해요. ေဆာက္လုပ္ေရး လုပ္ငန္းခြင္တြင္ လုံျခံဳေရးဦးထုပ္ကုိ အျမဲ ေဆာင္းထားရမယ္။ 

•	건물을	지을	때에는	먼저	땅을 파야	해요.	အေဆာက္အဦ ေဆာက္သည့္ အခ်ိန္ အရင္ဆံုး ေျမတူးရမယ္။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ထည့္ပါ။ 

အထက္မွ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ကြက္လပ္ကို ျဖည့္ၾကည့္ပါ။

정답 		1)	시멘트		2)	거푸집을	설치하다		3)	철근		4)	벽돌		5)	땅을	파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어휘 1  ေ၀ါဟာရ ၁ 건설 현장 ေဆာက္လုပ္ေရး လုပ္ငန္း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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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 

1) 가: 여기에 있는 벽돌을 어떻게 할까요? 

 나: .

① 저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② 저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2) 가: 아딧 씨, 콘크리트는 만들어 놓았어요? 

 나: .

① 네. 다 해 놓았어요   ② 네. 이제 할 거예요 

6)

3)

2)

5)

4)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철근       벽돌       시멘트       땅을 파다       거푸집을 설치하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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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5)

4)

보기 철근								벽돌								시멘트								땅을	파다								거푸집을	설치하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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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아/어 놓다 G43-1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၀ါက်မ်ားကုိ ဖတ္ျပီး အေျဖမွန္ကုိ ေရြးေပးပါ။

1)

	
가:	여기에	있는	벽돌을	어떻게	할까요?	ဒီမွာ ရိွေနတဲ့ အုတ္ေတြကုိ ဘယ္လိုလုပ္ရမလဲ။
나:																																																																				.	

					①	저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②	저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2)

	
가:	아딧	씨,	콘크리트는	만들어	놓았어요?	အာဒစ္ ကြန္ကရစ္ ေဖ်ာ္ထားျပီးျပီလား။
나:																																																																				.	

					①	네,	다	해	놓았어요			 ②	네,	이제	할	거예요

လုပ္ေဆာင္ျပီးသည့္ေနာက္ ထို လုပ္ေဆာင္ခ်က္က ဆက္လက္တည္ရိွေနေသာ အေနအထားကို ညႊန္ျပခ်ိန္တြင္  
သံုးသည္။ ၾကိယာႏွင့္သာ တဲြသံုးသည္။

ㅏ,	ㅗ	→	-아 놓다 ㅓ,	ㅜ,	ㅣ	စသည္ျဖင့	္→	-어 놓다 하다	→	해 놓다

사다	→	사 놓다

			닫다	→	닫아 놓다

쓰다	→	써 놓다

			만들다	→	만들어 놓다

준비하다	→	준비해 놓다

청소하다	→	청소해 놓다

·	가:	언제	장을	보러	가요?	ဘယ္အခ်ိန္ ေစ်းသြားမွာလဲ။
	 	나:	벌써	봐 놓았어요.	ေစ်းသြားထားျပီးျပီ။
·	내일까지	문을	닫아 놓을게요.	မနက္ျဖန္အထိ တံခါးပိတ္ထားပါ့မယ္။
·	먼저	벽돌을	옮겨 놓으세요.	အုတ္ေတြကို အရင္ ေရႊ႕ထားပါ။ 

‘-아/어	놓다’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၀ါက်မ်ားကို ျဖည့္ပါ။

ထပ္ျပီး ေလ့လာၾကရေအာင္။ ‘-아/어	놓다’ ကို အသံုးျပဳျပီး ေအာက္က ၀ါက်မ်ားကို ျဖည့္ပါ။

쌓다														청소하다														준비하다

1.	여기에	상자를																					놓으면	돼요.

2.	회의	자료를	미리																					놓으세요.

3.	퇴근	전까지	작업장을																					놓으세요.

정답 		1)	②			2)	①

정답 		1.	쌓아		2.	준비해		3.	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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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နီခါက လက္ေထာက္မန္ေနဂ်ာနဲ ့ေျပာေနတာကို နားေထာင္ရေအာင္။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대   리	 	모니카 씨, 내일 오전에 납품할 물건 포

장은 다 끝났지요?
   မိုနီခါ မနက္ျဖန္ မနက္ သြင္းရမယ့္ ပစၥည္းေတြ ပါကင္ 

ထုပ္ျပီးသြားျပီမလား။

모니카	 	네, 대리님. 크기별로 분류해서 따로 포장

해 놓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ဟုတ္ကဲ့၊ ဆရာ။ အရြယ္အစားအလုိက္ ခဲြျပီး 

ထုပ္ပိုးထားပါတယ္။  တစ္ခ်က္ေလာက္ 
စစ္ၾကည့္ေပးပါလား။

대   리	 	좋아요. 같이 가 봅시다.  

음, 대자가 30박스, 중자가 40박스⋯⋯.  

어, 그런데 소자가 왜 30박스밖에 안 돼요? 
  အိုေက၊ အတူတူ သြားၾကည့္ရေအာင္။  

အင္း....အၾကီးက အခု သုံးဆယ္၊ အလတ္ဆုိဒ္က  
အခု ေလးဆယ္........ ေအာ္.. ဒါနဲ ့အေသးက ဘာလုိ ့ 
ပံုး အခု သံုးဆယ္အျပင္ မရိွတာလဲ။ 

모니카	 	네? 30박스 아닌가요?
  အမ္။ ပံုး အခု သံုးဆယ္ မဟုတ္ဘူးလား။

대   리	 	여기 주문서에 32박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물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ဒီ ေအာ္ဒါစာရြက္မွာ ၃၂ ပုံးလုိ႔ ေရးထားတယ္ေလ။ ပစၥည္း 

ရိွေသးလား ျမန္ျမန္ သြားစစ္ၾကည့္။

1.   모니카 씨가 포장한 물건은 언제 납품할 거예요?  
မိုနီခါက ထုပ္ပိုးေနေသာ ပစၥည္းေတြ ဘယ္အခ်ိန္ ျပန္ပို႔ေပးရမလဲ။

2.   소자 박스는 몇 박스를 납품해야 해요?   
ဆုိဒ္အေသး ပံုးက ဘယ္ႏွခု ျပန္ပို႔ေပးရမလဲ။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ပီလား။ ဒါဆို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내일	오전에	납품할	거예요.	2.	32박스를	납품해야	해요.

따로 သပ္သပ္စီ/သီးျခား/
တစ္ေနရာစီ
·	일	때문에	나는	가족과		

따로	살고	있어요.

  အလုပ္ေၾကာင့္ ငါက မိသားစုနဲ႔ဲ 
တစ္ေနရာစီ ေနေနတယ္။

·	기차에	자리가	없어서		

아내와	따로	앉았어요.

  ရထားေပၚမွာ ေနရာ မရွိလုိ 
ဇနီးနဲ႔ တစ္ေနရာစီ ထုိင္ခ့ဲတယ္။

밖에 ကလြဲလုိ ့၊ အျပင ္အေနာက္တြင္ 
အျငင္းစကားလံုးျဖင့္ တြဲရက္ အသုံးျပဳသည္။
·	우리	사장님은	일밖에	모르세요.
  ကြ်န္ေတာ္တုိ ့သူေဌးကေတာ့ အလုပ္ကလြဲလုိ႔္ မသိဘူး။ 
·	우리	회사는	일요일밖에	안	쉬어요.
  ကၽြန္ေတာ္တုိ ့ကုမၸဏီကေတာ့ တနဂၤေႏြေန ့ကလြဲလုိ ့ မနားဘူး။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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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ပစၥည္း ျဖန္႔တဲ့ ေနရာမွာ အလုပ္လုပ္ဖူးပါသလား။ ထုပ္ပိုး ျဖန္႔ေ၀တာနဲ႔ ပတ္သက္တဲ့
ေဝါဟာရေတြ ေလ့လာသင္ယူရေအာင္။

분류하다
အမ်ိဳးအစား ခြဲသည္

싸다/포장하다
ထုပ္ပိုးသည္

담다/넣다
ထည့္သည္

묶다
ခ်ည္ေႏွာင္သည္

나르다
သယ္ေဆာင္သည္

쌓다
ဆင့္သည္၊ ပံုသည္

싣다
၀န္တင္သည္

내리다
၀န္ခ်သည္

출하하다
၀န္သယ္သည္

납품하다
ျပန္ပို႔သည္

   43과_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14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sion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그림을 보고 ‘-지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지요.’

1) 가: 물건은 크기별로 ?

 나: 네. 분류해 놓았어요. 

2) 가: 상품은 모두 상자에 ?

 나: 네. 포장한 후에 담아 놓았어요. 

연습 2

→ → → →

1) 2) 3) 4) 5)

3) 가: 물건 모두 차에 ?

 나: 네.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보기 분류하다               나르다               묶다               포장하다               담다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41 6/11/2014   9:15:53 AM

ပံုႏွင့္ ကိုက္ညီေသာ စကားလံုးကုိ ဥပမာမွ ေရြးထည့္ေပးပါ။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2) 3) 4) 5)

분류하다	 	 	 나르다	 	 	 묶다	 	 	 포장하다	 	 	 담다

အေပၚက ေဝါ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ကြက္လပ္မ်ား ျဖည့္ပါ။

정답 		1)	분류하다		2)	포장하다		3)	담다		4)	묶다		5)	나르다

어휘 2  စကားေျပာ ၂ 유통업 포장 ျဖန္႔ျဖဴးပို႔ေဆာင္ေရးလုပ္ငန္း ပါကင္ထုပ္ပိုးျ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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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가구 공장에서                 ? 2. 가: 이번 휴가 때 고향에                 ?

 나: 네,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 아니요, 이번에는 고향에 못 가요.

   43과_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14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sion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그림을 보고 ‘-지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지요.’

1) 가: 물건은 크기별로 ?

 나: 네. 분류해 놓았어요. 

2) 가: 상품은 모두 상자에 ?

 나: 네. 포장한 후에 담아 놓았어요. 

연습 2

→ → → →

1) 2) 3) 4) 5)

3) 가: 물건 모두 차에 ?

 나: 네.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보기 분류하다               나르다               묶다               포장하다               담다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41 6/11/2014   9:15:53 AM

2. 그림을 보고 ‘-지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지요?’ ကုိ သုံးျပီး ေအာက္ပါ ၀ါက်မ်ားကုိ ျဖည့္ပါ။

1) 

2)

3)

가:  물건은 크기별로                                ?   

 ပစၥည္းေတြကုိ  အရြယ္အစားအလိုက္ ခဲြထားျပီးျပီမလား။
나: 네, 분류해 놓았어요. ဟုတ္ကဲ့။ ခဲြထားျပီးပါျပီ။

가:  상품은 모두 상자에                            ?   

 ပစၥည္းေတြကုိ ကတ္ထူပံုးထဲ  အကုန္ ထည့္ျပီးျပီမလား။
나:  네, 포장한 후에 담아 놓았어요. ဟုတ္ကဲ့။ ပါကင္ထုပ္ျပီး ထည့္လုိက္ပါျပီ။

가:  물건 모두 차에                                  ?   

 ပစၥည္းေတြ အကုန္ ကားထဲ တင္ျပီးျပီမလား။
나: 네,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ဟုတ္ကဲ့။ အခု ထြက္လုိ ့ရပါျပီ။

ေျပာသူက နားေထာင္သူသည္ အျဖစ္အပ်က္ သို႔မဟုတ္ အေျခအေနတစ္ခုကို ၾကိဳတင္ သိေနသည္ဟု ယူဆခ်ိန္ 
တြင္လည္းေကာင္း၊ ေျပာသူမွ နားေထာင္သူ၏ ေထာက္ခံမႈကို ရယူသည့္ အခ်ိန္တြင္လည္းေကာင္း အသံုးျပဳသည္။ 
လႈပ္ရွားမႈျပ၊ ျဖစ္ျခင္းျပ၊ ဂုဏ္ရည္ျပ ႀကိယာ ‘-지요?’၊ နာမ္ကို ‘(이)지요?’ႏွင္ ့တြဲသံုးသည္။ 

동사 (ၾကိယာ)  형용사 (နာမ၀ိေသသန) 명사 (နာမ္) 

-지요 -지요 자음 (ဗ်ည္း) → 이지요 모음 (သရ) → 지요

알다 → 알지요

보다 → 보지요

작다 → 작지요

크다 → 크지요

학생 → 학생이지요

의사 → 의사지요

·거래처에 물건을 보냈지요? ပါတနာကုမၸဏီဆီကို ပစၥည္းေတြ ပို႔လိုက္ျပီမဟုတ္လား။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지요? အလုပ္ခန္းကို သန္႔ရွင္းေရး လုပ္ျပီးျပီမဟုတ္လား။
·이반 씨는 미얀마 사람이지요? အီဗန္က ျမန္မာလူမ်ဳိးဟုတ္တယ္မဟုတ္လား။ 

‘-지요?’ 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분류했지요  2) 담았지요  3) 실었지요 

정답   1. 일하지요  2. 가지요

ထပ္ျပီး ေလ့လာၾကရေအာင္။ ‘-지요?’  နဲ ့ပတ္သက္တဲ့ ေမးခြန္းေတြ ေျဖ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지요 G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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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보기

ဘာအလုပ္  လုပ္ခဲ့လဲ။  ဥပမာေပးထားတဲ့အတုိင္း ေျဖၾကည့္ပါ။

142   한국어 표준교재

보기

철근을 옮기다 철근을 옮기다

가: 철근을 옮겨 놓았지요?  

나: 네, 옮겨 놓았어요. 

가: 철근을 옮겨 놓았지요?  

나: 아니요. 지금 옮기고 있어요. 

활동

어떤 작업을 했어요? <보기>처럼 작업을 확인해 보세요.
What did you do? Complete the conversations for making confi rmation. 

상품을 포장하다

거푸집을 설치하다

철근을 조립하다

상품을 분류하다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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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포장하다

거푸집을	설치하다

철근을	조립하다

상품을	분류하다

1)

3) 4)

2)

어떤 작업을 했어요? <보기>처럼 작업을 확인해 보세요.

가:	철근을	옮겨	놓았지요?			
	 		သံေခ်ာင္းေတြ 

ေရႊ႕ထားျပီးျပီမဟုတ္လား။  

나:	네,	옮겨	놓았어요		 	
	 ဟုတ္ကဲ့၊ ေရႊ႕ထားျပီးပါျပီ။  

가:	철근을	옮겨	놓았지요?			
	 		သံေခ်ာင္းေတြ 

ေရႊ႕ထားျပီးျပီမဟုတ္လား။ 
나:	아니요,	지금	옮기고	있어요	
			 	ဟင့္အင္း၊ အခု ေရႊ႕ေနတယ္။ 

သံေခ်ာင္း ေရႊ႕သည္။ 
철근을	옮기다

သံေခ်ာင္း ေရႊ႕သည္။ 
철근을	옮기다

정답 		1)	가:	상품을	포장해	놓았지요?

	 	 나:	아니요,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2)	가:	철근을	조립해	놓았지요?

	 	 나:	아니요,	지금	조립하고	있어요.

	 3)	가:	거푸집을	설치해	놓았지요?

	 	 나:	네,	설치해	놓았어요.

	 4)	가:	상품을	분류해	놓았지요?

	 	 나:	네,	분류해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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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중장비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ခြင္သံုး စက္ပစၥည္းၾကီးမ်ား

지게차

ပစၥည္းမတင္ေရႊ႕ေျပာင္းယာဥ္
짐을	싣고	위아래로	움직여서	짐
을	나릅니다.

၀န္တင္ျပီး အေပၚေအာက္ ေရႊ႕လ်ား၍ 
ပစၥည္းမ်ား မတင္သယ္ေဆာင္ပါသည္။ 

크레인(기중기)

ကရိ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아래위
나	수평으로	이동시킵니다.

ေလးပင္ေသာ ပစၥည္းမ်ားကုိ မ-ၿပီး 
အထက္ ေအာက္ သုိ႔မဟုတ္ ေဘးတိုက္ 
ေရႊ႕ေပးသည္ 

화물차(트럭)

ထရပ္
화물을	실어	나릅니다.

၀န္မ်ားကုိ သယ္ေဆာင္ပို ့ေပးသည္။

굴착기

ေျမတူးစက္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거나	파낸	
것을	처리합니다.

ေျမ သုိ႔မဟုတ္ ေက်ာက္မ်ားကုိ 
တူးရာတြင္ သုိ႔မဟုတ္ 
ကေလာ္ထုတ္ရာတြင္ သုံးသည္။

불도저

ဘူဒိုဇာ
흙을	밀어	내어	땅을	다지거나	지
면을	고르고	평평하게	합니다.

ရႊံ႕ေျမကုိ တြန္းထုတ္ျပီး ေျမဖိသိပ္ေပး 
သည္ သုိ႔မဟုတ္ ေျမမ်က္နွာျပင္ 
ညိွေပးသည္။

트랙터

ထြန္စက္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끕니다.

ေလးပင္ေသာ ပစၥည္း သုိ႔မဟုတ္ 
လယ္ယာသုံး စက္မ်ားကုိ ဆဲြရာတြင္ 
သုံးသည္။

덤프트럭

ေျမသယ္စက္
자갈,	모래,	석탄,	쓰레기	따위를	
나릅니다.

ေက်ာက္စရစ္၊ သဲ၊ မီးေသြး၊ အမိႈက္ 
စသည္တုိ႔ကုိုိ သယ္ေဆာင္သည္။

그레이더

ေျမညိွစက္
땅바닥을	깎아	고릅니다.

ေျမမ်က္ႏွာျပင္ကုိ တြန္းညိွေပးသည္။

레미콘

ကြန္ကရစ္ေဖ်ာ္စက္
콘크리트가	굳지	않도록	개면서	
운반합니다.

သယ္ေဆာင္ေနစဥ္ ကြန္ကရစ္ မခဲေစရန္ 
ေမႊေပးသ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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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သအခ်ာ နားေထာင္ျပီး အေၾကာင္းအရာႏွင့္ ဆက္စပ္မႈ ရိွေသာ ပံုကုိ ေရြးေပးပါ။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သင့္ေတာ္ဆုံးေသာ အေျဖကုိ ေရြးေပးပါ။ 

3.		①	아니요,	분류했어요.		 ②	네,	벌써	해	놓았어요.

	 ③	네,	아직	안	했을	거예요.		 ④	아니요,	분류해	놓았어요.

4.		①	글쎄요.	확인해	볼게요.		 ②	아니요,	벌써	끝났어요.

	 ③	그럼요.	땅을	파고	있어요.		 ④	네,	이제	시작할	거예요.

Track 135

14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아니요, 분류했어요.  ② 네, 벌써 해 놓았어요.

③ 네, 아직 안 했을 거예요. ④ 아니요, 분류해 놓았어요.   

4. ① 글쎄요. 확인해 볼게요. ② 아니요, 벌써 끝났어요. 

③ 그럼요. 땅을 파고 있어요. ④ 네, 이제 시작할 거예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철근 조립  ② 거푸집 설치 ③ 콘크리트 확인 ④ 콘크리트 타설

Track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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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ပါ။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ရွ႕ေလွ်ာက္ လုပ္ရမယ့္ အလုပ္ မဟုတ္တာကုိ ေရြးေပးပါ။ 

	 ①	철근	조립		 ②	거푸집	설치	

	 ③	콘크리트	확인		 ④	콘크리트	타설

[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နဲ ့၂မွာ ေမးခြန္းနဲ ့သက္ဆိုင္ေသာ ပံုကို ေရြးေပးရမွာ ျဖစ္တယ္။ နားမေထာင္မီ
ေမးခြန္းကို ေသခ်ာဖတ္ပါ။

ေမးခြန္း ၃နဲ႔ ၄မွာ ေမးခြန္းအတြက္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ယ္။ ေမးခြန္း ၅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ဖေပးရမယ္။ နားမေထာင္မီ ေမးခြန္းကို ေသခ်ာဖ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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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မနက္က ဘာအလုပ္ လုပ္ခဲ့လဲ။
	 남:	벽돌을	옮겼어요. အုတ္ေတြ ေရႊ႕ခဲ့တယ္။ 
2.	여: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ပစၥည္းေတြ ထုပ္ပိုးထားျပီးျပီလား။
	 남:	네,	포장해	놓았어요.	ဟုတ္ကဲ့၊ ထုပ္ပိုးထားျပီးပါျပီ။
3.	남: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ပစၥည္းေတြ အကုန္ အမ်ိဳးအစားလုိက္ခြဲထားၿပီးၿပီလား။
4.	남: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ဆာက္လုပ္ေရးဆိုဒ္္မွာ ေျမတူးတဲ့ အလုပ္  ျပီးျပီမလား။
5.	남: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

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	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	반장님,	레미

콘은	이미	들어	왔지요?

   အခု ကြန္ကရစ္မို ေဆာက္ျပီးျပီမို႔လုိ႔ သံေခ်ာင္းဆင္တာနဲ႔ ကြန္ကရစ္ ေလာင္းတာကုိ စလုိ႔ ရပါျပီ။ ေအအသင္းက 
သံေခ်ာင္းေတြကုိ သုံးလႊာဆီ ေရႊ႕ထားေပးပါ။ ျပီးေတာ့ ဆရာဂန္းက ကြန္ကရစ္ကို တစ္ခ်က္ စစ္ၾကည့္ေပးပါဦး။ 
ဆရာဂန္း၊ ကြန္ကရစ္ေဖ်ာ္စက္ ေရာက္လာျပီမလား။ ဆရာဂန္း၊ ကြန္ကရစ္ေဖ်ာ္စက္ ေရာက္လာျပီမ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①		5.	②

정답 		1.	②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대화	후	남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စကားေျပာျပီးေနာက္ ေယာက်္ားေလးက ဘာလုပ္မလဲ။ 

	 ①	창고에	갑니다.	 	 ②	바닥을	닦습니다.

	 ③	페인트를	칠합니다.		 ④	기름을	가지러	갑니다.

여:	수루	씨,	기름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바닥	좀	닦아	주세요.	

	 ဆူရူ၊ ဆီေၾကာင့္ ၾကမ္းက ေခ်ာ္ေနလုိ႔ ၾကမ္းသုတ္ေပးပါ။
남: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ကာင္းပါျပီ။ 
여:	그리고	페인트칠을	해야	하니까	창고에	가서	페인트도	좀	가져다주세요.

	 ျပီးေတာ့ ေဆးလည္း သုတ္ရဦးမွာမို႔ ဂိုေဒါင္ကုိ သြားျပီး သုတ္ေဆးလည္း ယူလာေပးပါ။ 
남:	알겠습니다.	빨리	닦고	창고에	다녀올게요.

	 ဟုတ္ကဲ့။ ျမန္ျမန္ သုတ္ျပီး ဂိုေဒါင္ကို သြားလိမ့္ပါ့မ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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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과_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14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45 6/11/2014   9:16:08 AM

   43과_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14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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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 2 Sore.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သာ  အေျဖကုိ ျဖည့္ေပးပါ။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ဆရာ ဘယ္ႏွခုစီ ထုပ္ပိုးေပးရမလဲ။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ပစၥည္းကို ဆယ္ခုစီ စုျပီး ပံုးထဲ ထည့္ရင္ ရျပီ။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မတူးစက္နဲ ့ေျမကို တူး ထားပါ။

나: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သိပါျပီ။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Jam 2 Sore.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မးခြန္းေျဖေပးပါ။

<작업	현황>	အလုပ္ ျပီးစီးမႈ အေျခအေန
상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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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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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키별로	분류	ပစၥည္းခြျဲခားထား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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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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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အရြယ္အစားအလုိက္ ခြျဲခားထားမႈ
상품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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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45 6/11/2014   9:16:08 AM

	개별	포장 ပစၥည္းထုပ္ပုိးထား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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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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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တစ္ခုခ်င္းစီ ထုပ္ပုိးထားမႈ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ပစၥည္းေတြကုိ ဘယ္လုိ ခြဲထားတာလဲ။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ပံုကုိ ၾကည့္ျပီး အသင့္ေတာ္ဆုံးေသာ စကားလုံး သုိ႔မဟုတ္ ၀ါက်ကုိ ေရြးေပး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ပံုကို ၾကည့္ျပီး ေမးခြန္းေျဖေပးရမွာ ျဖစ္ပါတယ္။ ခုနက ေလ့လာသင္ယူခဲ့တာေတြ 
သံုးျပီး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မးခြန္း ၃နဲ႔ ၄က သင့္ေတာ္တဲ့ စကားလံုးကို ေရြးေပးရမွာပါ။ ေမးခြန္း ၅ကေတာ့ စာပိုဒ္ကို ဖတ္ျ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정답 		1.	③		2.	③		3.	①		4.	①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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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②			3.	④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1.	

	
	 ①	엽서	 ②	상자	 ③	우표	 ④	편지지	

2.	

	

	 ①	추워서	 ②	어두워서	 ③	위험해서	 ④	시끄러워서

3.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အာက္ပါ စာပိုဒ္ထဲက အေၾကာင္းအရာနဲ႔ တူတာက ဘာလဲ။ 

	

오늘	회사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포장부에서	조립부로	옮기면서	야간	근무도	하게	되었습

니다.	그렇지만	월급이	인상되었고	보너스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다음	달부터

는	식비를	공장에서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ဒီေန႔ ကုမၸဏီနဲ႔ စာခ်ဳပ္ ထပ္ခ်ဳပ္ခဲ့တယ္။ ပါကင္ပိတ္တဲ့ ဌာနကေန တပ္ဆင္တဲ့ ငွာနကုိ ေျပာင္းသြားတာေၾကာင့္ 
ညဆုိင္းအလုပ္လုပ္ဖို ့ျဖစ္လာပါတယ္။ ဒါေပမဲ့ လစာက တုိးသြားျပီး ဘုိးနပ္စ္ ရႏိုင္တာမို႔လို႔ ေက်နပ္ပါတယ္။ 
ေနာက္လကစျပီး စားေသာက္စရိတ္ကုိ စက္ရုံက ေပးမယ္လို႔ေျပာပါတယ္။

	 ①	이	사람의	월급은	내려갈	것입니다.

	 ②	이	사람은	낮에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③	이	사람은	앞으로	식비를	다	내야	합니다.

	 ④	이	사람은	새로운	업무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소포를	보내야	하는데	아직	포장을	못	했어요.	우체국에	가서																	

를	사서	포장해야겠어요.

ေမြးရပ္ေျမမွာ ရိွတဲ့ မိသားစုဆီကုိ ပါဆယ္ ပုိ႔ရမွာကုိ ပါကင္ အခုထိ မထုပ္ရေသးဘူး။ စာတုိက္ကုိ သြားျပီး ကတ္ထူပုံး 
၀ယ္ျပီး ပါကင္ထုပ္မွ ရမယ္။ 

작업장이	너무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장님께	전등을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အလုပ္ခြင္က အရမ္း ေမွာင္လုိ ့အလုပ္လုပ္ရတာ အဆင္မေျပဘူး။ ဒါေၾကာင့္ အလုပ္ၾကီးၾကပ္သူ မီးလုံး 
ေျပာင္းေပးပါလုိ ့ေျပာခဲ့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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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ဟန္နဲ ့ထူအ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44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ဆးသုတ္ထားလို႔ပါ။ 

투안	 	어, 리한 씨,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작업장도 아주 

엉망이고요.
   ရီဟန္ေရ အနံ ့တစ္ခုခု မရဘူးလား။ အလုပ္ရုံလည္း အရမ္းရႈပ္ပြေနတာပဲ။

리 한	 	어제 늦게까지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너무 늦

어서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퇴근했어요. 
  မေန ့က  ေနာက္က်တဲ့ထိ ေဆးသုတ္ထားလုိ႔ပါ။ အရမ္း 

ေနာက္က်သြားလုိ ့တစ္ခုမွ မသိမ္းႏိုင္ဘဲ အလုပ္ဆင္းသြားတာ။

투 안	 	일 시작하기 전에 환풍기 돌려서 환기부터 해야겠

어요. 리한 씨는 작업 도구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작업 도구는 쓰고 나서 바로바로 정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못 쓸 수도 있거든요. 
   အလုပ္ မစခင္ ပန္ကာကုိ ဖြင့္ျပီး ေလ၀င္ေလထြက္ ေကာင္းေအာင္ လုပ္မွ 

ရမယ္။ ရီဟန္က ကိရိယာပစၥည္းေတြကုိ အရင္ဆုံး သိမ္းဆည္းေပးပါ။ 
ကိရိယာပစၥည္းေတြက သံုးျပီးရင္ ခ်က္ခ်င္း သိမ္းရမယ္။ မဟုတ္ရင္ 
ေနာက္ခါ သံုးလုိ႔မရဘဲ ေနမယ္။

리 한	 	네, 제가 얼른 치울게요.  
ဟုတ္ကဲ့၊  အျမန္ သိမ္းဆည္းလုိက္ပါမယ္။

바로바로 ခ်က္ခ်င္း
·	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다.
  လုပ္စရာ အလုပ္ ရိွရင္ ခ်က္ခ်င္း လုပ္တာ ေကာင္းတယ္။
·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알려	주세요.

  ဘာကိစၥပဲ ရိွရိွ ခ်က္ခ်င္း အသိေပးပါ။

하나도 တစ္စက္မွ၊ တစ္ခုမ

အျငင္းစကားလုံးေတြနဲ႔ တြဲျပီး 
လုံးဝ/နည္းနည္းေလးမွ ဆိုတဲ့ 
အဓိပၸါယ္ရွိပါတယ္။

·	점심을	못	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န ့လည္စာ မစားႏိုင္ခဲ့ေပမဲ့ 
တစ္စက္မွ ဗိုက္မဆာဘူး။ 

·		한국어는	조금	할	수	있지만	

일본어는	하나도	못해요.

  ကုိရီးယားစကား နည္းနည္း 
တတ္ေပမ့ဲ ဂ်ပန္စကားေတာ့  
တစ္ခုမွ မတတ္ဘူး။

1. 작업장에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လုပ္ငန္းခြင္မွာ ဘာအနံ ့ရလဲ။

2. 리한 씨는 먼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ရီဟန္က အရင္ဆံုး ဘာလုပ္မလဲ။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ပီလား။ ဒါဆို ေအာက္က ေမးခြန္းေတြ ေျဖေပးပါ။

정답 		1.	페인트	냄새예요.		2.	작업	도구를	정리할	거예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လုပ္ခန္း ပတ္၀န္းက်င္အေျခအေနကို  
ေဖာ္ျပျခင္း၊ ေနရာတက် သိမ္းဆည္းျခင္း

□သဒၵါ  -거든요, -아지다/어지다

□  ေ၀ါဟာရႏွင့္ အသံုးမ်ား   
စြင့္ပစ္ပစၥည္းနဲ ့အလုပ္ခန္း ပတ္၀န္းက်င္ သန္႔ရွင္းေရးသံုးပစၥည္း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လုပ္ငန္းသုံး ကိရိယာမ်ား ေနရာတက် သိမ္းဆည္းျခ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36



178  44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44 ေဆးသုတ္ထားလို႔ပါ။  179

အလုပ္ခန္း ပတ္၀န္းက်င္နဲ ့ ပတ္သက္တဲ့ ေဝါဟာရေတြကို ေလ့လာသင္ယူရေအာင္။

더럽다
ညစ္ပတ္သည္

엉망이다
ရႈပ္ပြသည္

깨끗하다
သန္႔ရွင္းသည္

정리가	잘	되어	있다
ေနရာတက် ရိွသည္

냄새가	심하다
အနံ ့ဆိုးရြားသည္

소음이	심하다
ဆူညံလြန္းသည္

쾌적하다
လန္းဆန္း လတ္ဆတ္သည္

버리다
လႊင့္ပစ္သည္

치우다
သိမ္းဆည္းသည္

정리하다
ေနရာတက်လုပ္သည္

환기하다
ေလ၀င္ေလထြက္ 

ေကာင္းေအာင္ လုပ္သည္

정답 		①-㉡,	②-㉢,	③-㉠

ကြက္လပ္တြင္ ဆီေလ်ာ္ေသာ စကားလုံးကုိ ဥပမာမွ ေရြးၿပီး ျဖည့္စြက္ပါ။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1)	쓰레기를																																					.	 2)	페인트	통을																																					.

3)	작업	도구를																																	.	 4)	창문을	열고																																					.

အေပၚမွ ေဝါဟာရကို မၾကည့္ဘဲ ေအာက္မွ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버려요		2)	치워요		3)	정리해요		4)	환기해요

보기

치우다

환기하다

버리다

정리하다

어휘 1  ေ၀ါဟာရ ၁ 작업장 환경 အလုပ္ခန္း ပတ္၀န္းက်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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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치우다                      환기하다                      버리다                      정리하다보기

3) 작업 도구를  

2) 페인트 통을  

4) 창문을 열고  

2. 그림을 보고 ‘-거든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거든요.’

1) 가: 작업장이 아주 깨끗하네요. 

 나: 그렇죠? 어제 . 

2) 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 지금 .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1) 쓰레기를 버려요. 

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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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ၾကည့္ျပီး ‘-거든요’	ကုိ အသုံးျပဳ၍ ၀ါက်မ်ားကုိ ဆက္ေပးပါ။
2. 그림을 보고 ‘-거든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가:	작업장이	아주	깨끗하네요.	အလုပ္ခန္းက အရမ္း သန္ ့ရွင္းေနတာပဲ။

나:		그렇죠?	어제																																										.	 	

 ဟုတ္တယ္။ မေန႔က သန္႔ရွင္းေရး လုပ္ထားလို႔ေလ။ 

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အျပင္မွာ ဘာလုိ႔ အဲ့ေလာက္ ဆူညံေနတာလဲ။

나:		지금																																																						.	

	 အခု ေဆာက္လုပ္ေရးလုပ္ေနလုိ႔။ 

ေရွ ့တြင္ ျဖစ္ျပီးေသာ အေျခအေန သို႔မဟုတ ္အျပဳအမူႏွင့္ ပတ္သက္ေသာ အေၾကာင္းျပခ်က္ကို ေဖာ္ျပခ်ိန္တြင္  
သံုးသည္။ လႈပ္ရွားမႈျပ၊ ျဖစ္ျခင္းျပ၊ ဂုဏ္ရည္ျပႀကိယာတြင္္ ေပါင္းစပ္တဲြသံုးျပီး နာမ္တြင္ ‘နာမ္+이다’ ပံုစံျဖင့္ 
သံုးသည္။

동사	(ၾကိယာ)		 형용사	(နာမ၀ိေသသန) 명사	(နာမ္) 

-거든요 -거든요 자음	(ဗ်ည္း)	→	이거든요 모음	(သရ)	→	거든요

자다	→	자거든요

울다	→	울거든요

싸다	→	싸거든요

좋다	→	좋거든요

학생	→	학생이거든요

휴가	→	휴가거든요

·	가:	작업장이	정말	깨끗하네요.	အလုပ္ခန္းက တကယ္ သန္႔ရွင္းေနတာပဲ။
	 	나:	오전에	청소를	했거든요.	မနက္ပိုင္း သန္႔ရွင္းေရး လုပ္တာမလို ့ေလ။
·	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쉬어요?	မနက္ျဖန္ကစျပီး တစ္ပတ္ေလာက္ နားတာလား။
	 	나:	네,	여름 휴가거든요.	အင္း။ ေႏြပိတ္ရက္မို႔လို႔ေလ။

‘-거든요’ ကုိ နားလည္ျပီဆုိရင္ သင့္ေတာ္တဲ့ စကားလုံးေတြနဲ ့ေအာက္ပါ ၀ါက်မ်ားကုိ ျဖည့္ပါ။

정답 		1)	청소했거든요		2)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답 		1)	싸거든요		2)	많거든요

1.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시장이	물건	값이																														.	 
 ေစ်းမွာ ေစ်းသုံးခဲ့တယ္။ ေစ်းမွာ ပစၥည္းေတြ ေစ်းသက္သာလုိ႔ပါ။ 

2.		오늘은	야근을	해야	돼요.	일이																														.	 
 ဒီေန ့ညဆုိင္း ဆင္းရမယ္။ အလုပ္ေတြ မ်ားလုိ ့ပါ။

ထပ္ျပီး ေလ့လာၾကရေအာင္။ ‘-거든요’ ကို သံုးျပီး ေအာက္ပါ ၀ါက်မ်ားကို ျဖည့္ပါ။

문법 1  သဒၵါ ၁ -거든요 G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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ဟူေအာင္းနဲ႔ ဆူဖီခါတို႔ဟာ စိုက္ခင္းပိုင္ရွင္နဲ႔ စကားေျပာေနၾကတယ္။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주인 아주머니	 	매일 치워도 이렇게 분뇨가 쌓이니까  
치우기 너무 힘들지요?

  ေန႔တုိင္း သိမ္းဆည္းေနတာေတာင္ ဒီလုိ 
မစင္အညစ္အေၾကးေတြ ပံုေနေတာ့ သိမ္းဆည္းရတာ 
အရမ္းပင္ပန္းတယ္မဟုတ္လား။ 

흐   엉	 	좀 힘들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루라도  
안 치우면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နည္းနည္းေတာ့  ပင္ပန္းတာေပါ့။  ဒါေပမဲ့လည္း 
တစ္ရက္ေလာက္ မသိမ္းဆည္းရင္ အရမ္း 
ရႈပ္ပြညစ္ပတ္သြားလုိ႔ပါ။

수피카	 	맞아요. 그런데 사모님, 어제 보니까 분뇨 
버리는 곳에 다른 쓰레기도 많던데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ဟုတ္တယ္။ ဒါနဲ ့အေဒၚ မေန႔က ေတြ ့တာ 
မစင္အညစ္အေၾကး လႊင့္ပစ္တဲ့ ေနရာမွာ 
တျခားအမိႈက္ေတြလည္း အမ်ားၾကီးပဲ။ သီးသန္႔ခြဲျ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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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아주머니	 	안 그래도 사장님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시청에 가셨어요. 처리 방법이  
좀 까다로워져서 교육 받고 오시면 말씀 
하실 거예요.

  အဲသလုိ မဟုတ္ရင္ေတာင္ သူေဌးက 
စြန္႔ပစ္ပစၥည္းေဆာင္ရြက္မႈနဲ႔ ပတ္သက္ျပီး ျမိဳ႕ေတာ္ရုံးကုိ 
သြားလုိက္တယ္။ အမိႈက္ လႊင့္ပစ္တဲ့ နည္းလမ္းက 
ပိုျပီး စည္းကမ္းတင္းၾကပ္လာတာမို႔ ပညာေပးပို႔ခ်တာ 
နားေထာင္ျပီး ျပန္လာရင္္ ျပန္ေျပာျပလိမ့္မယ္။

그래도 ဒါေပမဲ့လည္း

·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အလုပ္မ်ားလို ့ပင္ပန္းတယ္။ 
ဒါေပမဲ့လည္း ေပ်ာ္ပါတယ္။ 

·	아침부터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일하러	

나왔어요.

  မနက္ကတည္းက ေခါင္း အရမ္း 
ကုိက္တာ။ ဒါေပမဲ့လည္း 
အလုပ္လုပ္ဖို ့ထြက္လာခဲ ့
တယ္။

안 그래도  
မဟုတ္လည္း၊ မ V ရင္ေတာင္
·	먼저	전화하셨네요.	안	그래
도	전화드리려고	했습니다.

  ဖုန္း အရင္ ဆက္လာတာပဲ။ 
မဟုတ္လည္း 
ဖုန္းဆက္မလုိ ့လုပ္ေနတာ။

·	가:	내일	백화점에	같이	갈	
	 래요?

     မနက္ျဖန္ ကုန္တုိက္ အတူတူ 
သြားမလား။ 

	 	나:	안	그래도	가려고	했었
	 	 는데	잘됐네요.
    မေမးရင္ေတာင္ 

သြားမယ္လုိ ့လုပ္ထားတာ 
အကုိက္ပဲ။  

정답 		1.	시청에	가셨어요.		2.	분뇨는	매일	치워요.

처리하다	ေဆာင္ရြက္သည္၊ ကုိင္တြယ္သည္ ္				분리하다	သီးသန္႔ခြဲသည္ ္				까다롭다	စည္းကမ္းတင္းၾကပ္သည္၊ ေခ်းမ်ားသည္

    စကားလံုး အသစ္မ်ား

1. 사장님은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သူေဌး အခု ဘယ္သြားတာလဲ။

2. 분뇨는 얼마나 자주 치워요? မစင္အညစ္အေၾကးေတြကုိ ဘယ္ေလာက္ မၾကာခဏ သိမ္းဆည္းလဲ။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ပီလား။ ဒါဆို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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စြန္႔ပစ္ပစၥည္း သန္႔ရွင္းေရးသံုးပစၥည္းမ်ားနဲ႔ ပတ္သက္တဲ့ ေဝါဟာရေတြကို ေလ့လာသင္ယူ 
ရေအာင္။

폐기물
စြန္႔ပစ္ေရ

폐유
ေလသန္႔ပန္ကာ

폐수
စြန္႔ပစ္ဆီ

분뇨/배설물
မစင္အညစ္အေၾကး

 

환풍기
ပန္ကာ

손수레
လက္တြန္းလွည္း

일륜차
တစ္ဘီး လက္တြန္းလွည္း

사다리
ေလွကား

마대
မိုးကာဖ်င္ၾကမ္းအိတ္

바구니
ေတာင္း

비닐	끈
ပလတ္စတစ္ၾ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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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2.  ‘-아지다/어지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지다/어지다.’ 

1)

폐수 때문에 .

2)

공사를 해서 .

3)

정리 정돈을 잘 하니까 .

분뇨

사다리

폐수

환풍기

비닐 끈

①     ㉠

②     ㉡

③     ㉢

④     ㉣

⑤     ㉤

강물이 깨끗하다 강물이 더럽다→

동네가 조용하다 동네에 소음이 심하다→

작업 환경이 나쁘다 작업 환경이 쾌적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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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 ㉡ 사다리 ㉢ 폐수 ㉣ 환풍기 ㉤ 비닐	끈

① ⑤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င့္ ခ်ိတ္ဆက္ေပးပါ။ 

အေပၚမွ ေဝါ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က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①-㉢		②-㉠		③-㉣		④-㉡		⑤-㉤

어휘 2  စကားေျပာ ၂ 폐기물과 정리 도구  စြန္႔ပစ္ပစၥည္းမ်ားႏွင့္ သန္႔ရွင္းေရးသုံးပစၥည္း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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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ဖစ္ျခင္းျပ၊ ဂုဏ္ရည္ျပႀကိယာ၏ အေျခအေန ေျပာင္းလဲလာမႈကို ေဖာ္ျပသည္။

ㅏ,	ㅗ → -아지다 ㅓ,	ㅜ,	ㅣ စ သျဖင့္. → -어지다 하다	→ 해지다

작다	→	작아지다

많다	→	많아지다

크다	→	커지다

			적다	→	적어지다
조용하다	→	조용해지다

·	가:	환풍기를	고치니까	어때요?	ေလသန္႔ပန္ကာ ျပင္လိုက္ေတာ့ ဘယ္လိုေနလဲ။
	 나:	실내	공기가	훨씬	깨끗해졌어요.	အခန္း ေလက အမ်ားၾကီး သန္ ့ရွင္းသြားတယ္။
·매일	아침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졌어요.	

	 မနက္တုိင္း ေလ့က်င့္ခန္းလုပ္ေတာ့ က်န္းမာေရး ပိုေကာင္းလာတယ္။

‘-아지다/어지다’ ကို ျဖစ္ျခင္းျပ၊ ဂုဏ္ရည္ျပႀကိယာတုိ႔ႏွင့္ တြဲဆက္ပါက လႈပ္ရွားမႈျပႀကိယာအျဖစ္သုိ႔ 
ေျပာင္းသြားသည္။ ထုိ႔ေၾကာင့္ ‘-고	있다’ ႏွင့္ အတူတကြ သံုးႏိုင္ျပီး လက္ရိွျဖစ္စဥ္ကို ေဖာ္ျပေပးသည္။

·날씨가	점점	덥고	있어요.	(X)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O)	

    ရာသီဥတု တျဖည္းျဖည္း ပူလာေနၿပီ
·공장이	점점	깨끗하고	있어요.	(X)							 공장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O)	

    စက္ရုံက တျဖည္းျဖည္း သန္႕ရွင္းလာေနၿပီ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아지다/어지다’ က ၾကိယာနဲ႔ ‘지다‘ ၾကားထဲမွာ ‘아 သုိ႔မဟုတ္ 어’ ထည့္ေပးရတဲ့ ကိုရီးယားဘာသာစကားရဲ႕ 
ထူးျခားခ်က္ကလြဲရင္ က်န္တာ တူပါတယ္။

·날씨가	더워졌어요.	ရာသီဥတုက ပူလာျပီ။
·	수습	기간이	끝나서	월급이	많아졌어요.	အစမ္းခန္႔ကာလ ျပီးသြားေတာ့ လစာက မ်ားလာပါတယ္။

2.  ‘-아지다/어지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아지다/어지다’ နဲ ့၀ါက်ဆက္ေပးပါ။ 

1)
	 강물이	깨끗하다 	→	 강물이	더럽다

					폐수	때문에																																																																														.

2)
	 동네가	조용하다 	→	 동네에	소음이	심하다

					공사를	해서																																																																														.

3)
	 작업	환경이	나쁘다 	→	 작업	환경이	쾌적하다

					정리	정돈을	잘	하니까																																																																.

정답 		1)	강물이	더러워졌어요	2)	동네에	소음이	심해졌어요	3)	작업	환경이	쾌적해졌어요

‘-아지다/어지다’ ကုိ နားလည္ျပီဆုိရင္ ေပးထားတ့ဲ စကားလုံးေတြနဲ ့၀ါက် ဆက္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아지다/어지다 G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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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1. 물건과 장소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제품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5. 생산 품종이 변경될 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즐거운 직장, 발전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1) 정리를 잘 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2) 정리를 잘 하면 기계를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    ×

3) 정리를 잘 하면 회사에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    ×
 

정리 정돈은 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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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ဖတ္ျပီး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1.  물건과 장소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ပစၥည္းမ်ား ေနရာယူမႈႏွင့္ မလုိအပ္ေသာ ေနရာပိုမ်ားကုိ ေလ်ာ့ခ်ေပးႏိုင္ပါသည္။

2.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မေတာ္တဆ ျဖစ္မႈကုိ ကာကြယ္ေပးႏိုင္ပါသည္။

3.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စက္မ်ား တာရွည္ခံ အသုံးျပဳႏိုင္ပါသည္။

4.  제품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ထုတ္ကုန္ အရည္အေသြး ပိုေကာင္းေစပါသည္။

5.  생산 품종이 변경될 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ထုတ္ကုန္ အမ်ိဳးအစား ေျပာင္းလဲေသာအခါ ပ်က္စီးေပ်ာက္ဆုံးမႈကုိ ေလ်ာ့ခ်ေပးႏိုင္ပါသည္။

6.  즐거운 직장, 발전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ပ်ာ္ရႊင္စရာေကာင္းေသာ အလုပ္၊ တုိးတက္ေသာ ကုမၸဏီ ျဖစ္ေစႏိုင္ပါသည္။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မွန္လွ်င္ O, မွားလွ်င္ X ေရြးပါ။

1)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2)	정리를	잘하면	기계를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	 ×

3)	정리를	잘하면	회사에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	 ×

정리 정돈은 왜 해야 할까요?
ဘာျဖစ္လုိ႔ သန္႔ရွင္းေရး လုပ္ျပီး သိမ္းဆည္းသင့္သလဲ။ 

정답 		1.	1)	O				2)	X				3)	O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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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구 정리 정돈
လုပ္ငန္းသံုးကိရိယာမ်ား ေနရာတက် ထားျခင္း

     공구 사용 시 주변 정리 정돈   

    ကိရိယာပစၥည္းမ်ား အသံုးျပဳခ်ိန္ ပတ္၀န္းက်င္ သန္႔ရွင္းထားျခင္း

공구를	사용할	장소는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구에	손이나	발

을	다치거나	공구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ကိရိယာပစၥည္းမ်ား အသံုးျပဳမည့္ ေနရာကို ေသေသခ်ာခ်ာ သန္႔ရွင္းေရး 
လုပ္ထားသင့္ပါသည္။ ကိရိယာမ်ားႏွင့္ ထိခိုက္မိျပီး ေျခလက္ ဒဏ္ရာရျခင္း သို႔မဟုတ္ 
ကိရိယာမ်ား ျပဳတ္က်၍ ဒဏ္ရာရျခင္းမ်ား ျဖစ္တတ္ပါသည္။

   보관 သိုေလွာင္သိမ္းဆည္းထားျခင္း

공구함을	준비하여	종류와	크기별로	공구를	구별하여	보관해야	합니

다.	공구를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ကိရိယာပစၥည္းမ်ားကုိ အမ်ိဳးအစားအလုိက္ အရြယ္အစားအလုိက္ ခြဲျခားျပီး ေနရာတက် 
သိမ္းထားသင့္ပါသည္။ ကိရိယာပစၥည္းမ်ားကို ေဘးကင္းစြာ အလြယ္တကူ
အသံုးျပဳႏုိင္ပါသည္။

   공구 점검 ကိရိယာပစၥည္းမ်ားကို စစ္ေဆးျခင္း

공구는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고장이	난	것은	폐기하거나	수리해

서	사용해야	합니다.

ကိရိယာပစၥည္းမ်ားကို အျမဲတမ္း စစ္ေဆးသင့္ပါသည္။ ပ်က္ေနေသာ ပစၥည္းမ်ားကို 
စြင့္ပစ္သင့္သည္ သို႔မဟုတ ္ျပန္ျပင္ျပီးမွ အသံုးျပဳသင့္ပါသည္။

사용 목적에 따른 공구 정리
သံုးမည့္ ရည္ရြယ္ခ်က္ေပၚ မူတည္ျပီး ကိရိယာပစၥည္းမ်ားကို ေနရာတက် ထားျခင္း

공구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

다.	알맞은	종류와	크기의	공구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준비해	두세요.

ကိရိယာပစၥည္း အမ်ိဳးအစား အမ်ားအျပား ရိွေသာ္လည္း နဂို သတ္မွတ္ထားသည့္အတိုင္း
အသံုးမျပဳပါက အႏၱရာယ္္မ်ားပါသည္။ ကိုက္ညီေသာ အမ်ိဳးအစား အရြယ္အစား၏ 
ကိရိယာပစၥည္းကို အသံုးျပဳရန္ လြယ္ကူေသာ ေနရာတြင္ ျပင္ဆင္ထားပါ။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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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폐유   ② 폐수 

③ 폐기  ④ 폐물 

2. ① 작업장이 깨끗해요.  ② 작업장을 치웠어요.

③ 작업장이 더러워요.   ④ 작업장을 정리해요. 

[3~4]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말한 정리 정돈의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②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③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④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Track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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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ၾကာင္းအရာႏွင့္ ကိုက္ညီေသာ ပံုကုိ ေရြးေပးပါ။ 

3.	 ①	 ②	 ③	 ③

4.	 ①	 ②	 ③	 ③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သင့္ေတာ္ဆုံးေသာ အေျဖကုိ ေရြးေပးပါ။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말한	정리	정돈의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ယာက်္ားေလးက ေျပာတဲ့ ပစၥည္း သိမ္းဆည္းျခင္းရဲ့ ေကာင္းက်ိဳး မဟုတ္တဲ့ အေျဖကုိ ေရြးေပးပါ။

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②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③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④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ကုိ ေရြးေပးပါ။ 

1.		①	폐유		 ②	폐수

	 ③	폐기		 ④	폐물

2.		①	작업장이	깨끗해요.		 ②	작업장을	치웠어요.

	 ③	작업장이	더러워요.		 ④	작업장을	정리해요.

Track 138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စကားေျပာတာကို နားေထာင္ျပီး အေျဖ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မီ 
ေမးခြန္းကို ေသခ်ာဖတ္ပါ။

ေမးခြန္း ၃နဲ႔ ၄မွာ စကားေျပာတာကို နားေထာင္ျပီး ဆက္စပ္ေသာ ပံုကို ေရြးခ်ယ္ေ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၅မွာ ေျပာတာကို နားေထာင္ျပီး ေမးခြန္းကို ေျဖေ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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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စြန္႔ပစ္ေရကို ဒီမွာ ပစ္ရမွာလား။
	 남: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ဟုတ္တယ္။ ဒီေနရာက စြန္႔ပစ္ေရ လႊင့္ပစ္တဲ့ ေနရာပါ။
2.	여:	작업장이	더러워요.	လုပ္ငန္းခြင္ ညစ္ပတ္တယ္။
	 남: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ဟုတ္တယ္ေနာ္။ ရႈပ္ပြေပက်ံေနတာပဲ။
3.	남: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လွကားရိွရင္ အေပၚတက္လုိ ့ရတာပဲ။
	 여: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လွကားလား။ ဟုိမွာ ရိွတယ္ေလ။
4.	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အခု ဘာလုပ္ေနလဲ။
	 여:		냄새가	나서	환기하고	있어요.	အနံ႔နံလုိ႔ ေလ၀င္ေလထြက္ ေကာင္းေအာင္ လုပ္ေနတယ္။
5.		남: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

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ဒီေန႔ ပညာေပးသင္တန္းအခ်ိန္မွာ အရင္အပတ္က ပုိ႔ခ်ထားတာန႔ဲ ဆက္စပ္ျပီး လုပ္ငန္းခြင္ သန္႔ရွင္းေရးက 
ဘာျဖစ္လို႔ လိုအပ္လဲဆုိတာကုိ ရွင္းျပေပးမွာပါ။ အရင္ဆုံး သန္႔ရွင္းေရး ေကာင္းေကာင္းမြန္မြန္ 
လုပ္ထားမယ္ဆုိရင္ မေတာ္တဆေတြ ျဖစ္ေပၚမႈကုိ ကာကြယ္ေပးႏိုင္သလို ပစၥည္း ေနရာယူတာကုိလည္း 
ေလ်ာ့ခ်ေပးႏိုင္ပါတယ္။ ျပီးေတာ့ ထုတ္ကုန္ကုိ အေသအခ်ာ ထိန္းခ်ဳပ္ႏိုင္တာမို႔လို႔ အရည္အေသြးလည္း 
ပိုမို ေကာင္းေစလာႏိုင္ပါတယ္။ တျခားဟာေတြထက္ စက္ပစၥည္းကို တာရွည္ခံ အသုံးျပဳႏိုင္ပါတ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②		2.	③		3.	③		4.	①		5.	①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남자는	주말	저녁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ယာက်္ားေလးက စေန တနဂၤေႏြပိတ္ရက္မွာ ဘာလုပ္မလဲ။ 

	 ①	친구와	산에	갑니다.					 ②	친구	집들이에	갑니다.	

	 ③	집에	일찍	가서	쉽니다.	 ④	집에	친구를	초대합니다.

여:	리한	씨,	주말에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하는데	올	수	있어요?

	 ရီဟန္ ပိတ္ရက္မွာ ကၽြန္မတုိ႔ အိမ္မွာ အိမ္တက္ပြဲ လုပ္မလုိ႔ လာႏိုင္လား။ 
남:	몇	시에	해요?	저녁	시간은	괜찮은데	낮에는	친구와	등산	약속이	있어요.

	 		ဘယ္အခ်ိန္လဲ။ ညေနဖက္ အားေပမဲ့ ေန႔ဖက္ သူငယ္ခ်င္းနဲ႔ ေတာင္တက္ဖို႔ ခ်ိန္းထားတယ္။ 
여:	저녁	식사를	할	거니까	7시까지	오면	돼요.

	 ညစာစားၾကမွာမို႔လို႔ ၇နာရီအေရာက္ လာရင္ ရ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②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44



188  44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44 ေဆးသုတ္ထားလို႔ပါ။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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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손수레입니다. ② 배설물입니다.

 ③ 일륜차입니다. ④ 비닐 끈입니다.

2.  ① 냄새가 심해요. ② 소음이 심해요.    

 ③ 공기가 쾌적해요. ④ 정리가 되어 있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오늘은 작업장이 아주 쾌적하네요. 

 나: 그렇죠? 청소를 . 

① 하지요          ② 했거든요  ③ 하고 싶어요 ④ 할 거예요

4. 가: 며칠 전보다 분뇨가 .  

   나: 그렇죠? 빨리 치워야겠어요.

① 많아졌어요  ② 많으면 안 돼요

③ 많지 않을 거예요  ④ 많았으면 좋겠어요

5.  공구함을 준비하여 종류와 크기별로 공구를 구별하여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넣어 두면 공구를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       ② 보관  ③ 준비 ④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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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သာ အေျဖကုိ ေရြးထည့္ေပးပါ။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오늘은	작업장이	아주	쾌적하네요.	ဒီေန ့အလုပ္ေနရာက လန္းဆန္းၾကည္လင္ေနတာပဲ။

나:	그렇죠?	청소를																								. ဟုတ္တယ္မလား။ သန္႔ရွင္းေရး လုပ္ထားလုိ႔ပါ။

					①	하지요		 ②	했거든요		 ③	하고	싶어요		 ④	할	거예요

4.

	
가:	며칠	전보다	분뇨가																		. ေရွ ့ရက္ေတြကထက္စာရင္ မစင္အညစ္အေၾကးေတြ ပုိမ်ားလာတယ္။
나:		그렇죠?	빨리	치워야겠어요. ဟုတ္တယ္ေနာ္။ သန္႔ရွင္းေရး ျမန္ျမန္ လုပ္ရမယ္။

					①	많아졌어요		 	 ②	많으면	안	돼요

					③	많지	않을	거예요		 	 ④	많았으면	좋겠어요

5.

	

공구함을	준비하여	종류와	크기별로	공구를	구별하여																해야	합니다.	

ကိရိယာေသတၱာကုိ ျပင္ဆင္ျပီး ျပင္ဆင္ထားျပီး အမ်ိဳးအစားအလုိက္ အရြယ္အစားအလုိက္ ကိရိယာေတြကုိ ခဲြျပီး 
သိမ္းဆည္းထားရမယ္။
이렇게	잘	넣어	두면	공구를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အဲ့လုိ ေကာင္းေကာင္း ထည့္ထားရင္ ကိရိယာေတြကုိ ေဘးကင္းစြာ လြယ္လြယ္ကူကူ အသုံးျပဳႏိုင္တယ္။ 

					①	사용		 ②	보관		 ③	준비		 ④	점검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၀ါက်မွန္ကို ေရြးေပးပါ။

1. ①	손수레입니다.		 ②	배설물입니다.

③	일륜차입니다.		 ④	비닐	끈입니다.

2. ①	냄새가	심해요.		 ②	소음이	심해요.

③	공기가	쾌적해요.		 ④	정리가	되어	있어요.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ပါ။ ခုနက သင္ယူထားတာ
ေတြကို ျပန္စဥ္းစားျ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မးခြန္း ၃ကေန ၅ထိက အသင့္ေတာ္ဆံုး စကားလံုးေတြကို ေရြးျပီး ကြက္လပ္ျဖည့္ေပးရမွာ
ျဖစ္တယ္။ ခုနက သင္ယူထား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①		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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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②			3.	③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1.

	
페인트	냄새가	심할	때에는															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သုတ္ေဆး အနံ ့အရမ္း ျပင္းတဲ့အခ်ိန္ မ်က္ႏွာဖံုးကုိ သုံးသင့္ပါတယ္။ 

	 ①	마스크	 ②	귀마개	 ③	안전모	 ④	보안경	

2.

	
바닥에	페인트나	기름이	있으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빨리	닦는	것이	좋습니다.

ၾကမ္းခင္းမွာ သုတ္ေဆး သုိ႔မဟုတ ္ဆီ ရွိေနပါက ေခ်ာ္လဲတတ္ပါတယ္။ အဲ့လုိအခ်ိန္ ျမန္ျမန္ 
ၾကမ္းသုတ္ေပးသင့္တယ္။ 

	 ①	버릴	수	 ②	넘어질	수	 ③	조심할	수	 ④	중독될	수

3.

	
요즘은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

အခုရက္ပိုင္း မိုးရာသီမို႔လုိ႔ မိုး ခဏခဏ ရြာတယ္။ အဲ့ေၾကာင့္ အလုပ္သြားခ်ိန္ မိုး မရြာလည္း ထီး ယူသြားျဖစ္တယ္။ 

	 ①	가지게	됩니다	 ②	버리게	됩니다	 ③	가지고	갑니다	 ④	버리고	갑니다

발음 အသံထြက္             P-22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ဗ်ည္းႏွစ္လံုးဆံုၾကရင္ အသံေျပာင္းပါတယ္။ ‘ㄴ’ ဗ်ည္းနဲ႔ ‘ㄹ’ ဗ်ည္းတုိ႔ ဆံုတဲ့အခါ  
‘ㄴ + ㄹ’ ပဲျဖစ္ျဖစ္ ‘ㄹ + ㄴ’ ပဲျဖစ္ျဖစ္ [ㄹㄹ] ျဖစ္သြားပါတယ္။

(1)	설날,	오늘날,	일	년

(2)	신라,	한라산,	천	리

(3)	컴퓨터는	아주	편리해요.	/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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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ရီက စိုက္ခင္းပိုင္ရွင္နဲ႔ စကားေျပာေနပါတယ္။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주인 아주머니	 	리리 씨, 괭이 챙겼어요? 
 ရီရီ ေပါက္ျပား ယူလာလား။

리 리	 	괭이요? 오늘 고구마 캐는 일을 하신다고 해서  
호미를 챙겼는데요.

  ေပါက္ျပားလား။ ဒီေန႔ ကန္စြန္းဥ တူးမယ္ဆုိလုိ ေျမဆြတံစဥ္းကုိ 
ယူလာခဲ့တာ။

주인 아주머니	 	오늘 일할 밭은 너무 딱딱해서 호미로 하기 힘들
어요. 그리고 괭이로 고구마를 캘 때는 호미로 할 
때보다 고구마에 상처가 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ဒီေန႔ စိုက္ခင္းေျမက အရမ္း မာလုိ ့ေျမဆြတံစဥ္းနဲ ့တင္ မရဘူး။ 
ျပီးေတာ့ ေပါက္ျပားနဲ ့ကန္စြန္းဥကုိ တူးတဲ့အခါ ေျမဆြတံစဥ္းနဲ႔  
တူးတာထက္  ကန္စြန္းဥကို  နာေစနိုင္တာမလုိ ့သတိထားရမယ္။

리 리	 	그렇군요. 그럼 창고에 가서 얼른 가지고 올게요.
  အဲ့လုိကုိး၊ ဒါဆုိ ဂိုေထာင္ကုိ သြားျပီး ျမန္ျမန္ သြားယူလာပါမယ္။

챙기다   ဂရုစိုက္သည္၊ အတူတကြ  

ယူေဆာင္သည္

·	시험을	보러	갈	때에는	신분증

을	챙겨야	해요.

  စာေမးပြဲ ေျဖဖို ့သြားတဲ့ အခ်ိန္ 

မွတ္ပံုတင္ကဒ္ ယူသြားရမယ္။

·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제가	

동생들을	챙깁니다.

  မိဘေတြ အိမ္မွာ မရိွတ့ဲ အခါ 

ကြ် န္ေတာ္က ညီေလးညီမေလး 

ေတြကုိ ဂရုစုိက္တယ္။ 

얼른 အျမန္၊ ျမန္ျမန္

·	라면은	식기	전에	얼른		

먹어야	맛있어요.

  ေခါက္ဆြဲကုိ မပြခင္ ျမန္ျမန္ စားမွ 

အရသာရွိတယ္။

·	시험을	볼	때에는	한국어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စာေမးပြဲ ေျဖတဲ့ အခ်ိန္ဆုိ 

ကုိရီးယားစာက ေခါင္းထဲ ျမန္ျမန္ 

မေပၚလာဘူး။ 

45 호미를 챙겼는데요
ေျမဆြတံစဥ္းကို ယူလာခဲ့တာ။ 

1. 리리 씨는 오늘 무슨 일을 할 거예요?	ရီရီက ဒီေန ့ဘာလုပ္မလဲ။

2. 리리 씨는 왜 창고에 가려고 해요?	ရီရီက ဘာလုိ ့ဂိုေထာင္ဆီ သြားမလုိ ့လုပ္တာလဲ။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정답 		1.	고구마	캐는	일을	할	거예요.		2.	괭이를	가지러	창고에	가려고	해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လုပ္တာ၀န္ ေမးျခင္း အလုပ္ေစခိုင္းျခင္း 
□သဒၵါ  -는데요, -기 전에

□ေ၀ါဟာရႏွင့္ အသံုးမ်ား  စိုက္ပ်ိဳးေရးလုပ္ငန္းသံုး ေ၀ါဟာရ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တာင္ယာရဲ ့ေလးရာသီ စုိက္ခ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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စိုက္ပ်ိဳးေရး စကားလံုးေတြကို ေလ့လာသင္ယူရေအာင္။

논
လယ္ကြင္း

비닐하우스
မိုးလုံစိုက္ခင္း

과수원
သစ္သီးစိုက္ခင္း

농장
ေတာင္ယာစိုက္ခင္း

밭
စိုက္ခင္း

낫
ေကာက္ရိတ္ဓါး

삽
ေကာ္ျပား

곡괭이
ေပါက္ခၽြန္း

괭이
ေပါက္ျပား

호미
ေျမဆြတံစဥ္း

모종삽
ေကာ္ျပားငယ္

물뿌리개
ေရဖ်န္းပံုး 

호스
ေရပိုက္

쇠스랑
ေကာက္ဆြ 

갈퀴
ထြန္ျခစ္

파종	상자
မ်ိဳးေစ့ထည့္ျခင္းေတာင္း

농약	분무기
ဓါတ္ေျမၾသဇာ ျဖန္းစက္

경운기
ေမာ္တာ ထြန္စက္

콤바인
ေကာက္ရိတ္စ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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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는데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conversations using ‘-는데요.’

1) 가:  괭이 어디 있어요? [고구마를 캐야 하다]

 나: 아까 제가 쓰고 창고에 뒀어요. 

2) 가:  호스가 없네요. [물을 줘야 하다]

 나: 제가 찾아 줄게요.

3) 가:  같이 할 수 있어요? [파종상자를 옮겨야 하다]

 나: 그럼요. 같이 해요. 

①     ㉠

②     ㉡

③     ㉢

④     ㉣

⑤     ㉤

모종삽

쇠스랑

경운기

갈퀴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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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삽 ㉡ 쇠스랑 ㉢ 경운기 ㉣ 갈퀴 ㉤ 낫

① ⑤② ③ ④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အသင့္ေတာ္ဆံုးေသာ အေျဖကုိ ခ်ိတ္ဆက္ေပးပါ။ 

정답 		①-㉤		②-㉠		③-㉣		④-㉡		⑤-㉢

အေပၚမွ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မွ ေမးခြန္းမ်ား ေျဖၾကည့္ပါ။

어휘 1  ေ၀ါဟာရ ၁ 농업 1 စိုက္ပ်ိဳးေရး 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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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으)ㄴ데요/인데요’ နဲ႔ ‘-는데/(으)ㄴ데’

‘-는데/(으)ㄴ데’ တြင္ ‘요’, က ေပါင္းေသာ ‘-는데/(으)ㄴ데’	ႏွင့္ အဓိပၸါယ္ တူညီသည္။ ‘요’ က ေနာက္တြင္ ပါပါက 
၀ါက် အဆံုးသတ္သြားသျဖင့္ ေနာက္ရွိ ၀ါက်မွာ သီးသန္ ့ စာေၾကာင္းအေနႏွင့္ ခြဲထြက္သြားျပီး ‘요’ က ေနာက္တြင္ 
မပါပါက ေနာက္ရွိ ၀ါက်ႏွင့္ တစ္ေၾကာင္းထဲ ဆက္သံုးသည္။ ‘-는데(요)’ ကို ၾကိယာအေနာက္တြင္ အသံုးျပဳျပီး 
နာမ၀ိေသသနာေနာက္တြင္ ‘-(으)ㄴ	데(요)’ ၊ နာမ္ေနာက္တြင္ ‘인데(요)’ ကို သံုးသည္။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창문을	닫을까요?	အျပင္မွာ မိုးေတြ အရမ္းရြာေနတယ္။ ျပတင္းေပါက္ ပိတ္လိုက္ရမလား။
·		모니카	씨,	날씨도	좋은데	우리	오늘	놀러	갈까요?		

မိုနီခါ၊ ရာသီဥတုလည္း သာယာေနတာ ဒီေန႔ အျပင္ထြက္လည္ၾကမလား။
·이	음식이	불고기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ဒါက အသားနပ္ပါ။ အရမ္း အရသာရွိတယ္။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2. ‘-는데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는데요’ ကုိ သုံးျပီး ၀ါက်ဆက္ပါ။

1)	 가:																																				괭이	어디	있어요?	[고구마를	캐야	하다	ကန္စြန္းဥ တူးရမည]္

	 나:	아까	제가	쓰고	창고에	뒀어요.	ခုနက ကၽြန္ေတာ္ သုံးျပီး ဂိုေဒါင္ထဲမွာ ထားထားတယ္။

2)		가:																																				호스가	없네요.	[물을	줘야	하다	ေရေလာင္းရမည]္

	 나:	제가	찾아	줄게요.	ကၽြန္ေတာ္ ရွာေပးမယ္။

3)		가:																																						같이	할	수	있어요?	[파종상자를	옮겨야	하다	မ်ိဳးေစ့ေတာင္းကုိ ေရႊ႕ရမယ္။]

	 나:	그럼요.	같이	해요.	ဒါေပါ့။ အတူတူ လုပ္ၾကရေအာင္။

အျပဳအမူ၊ ညႊန္ၾကားခ်က္ သို ့ေမးခြန္း ေမးရန္အတြက္ ေနာက္ခံအေၾကာင္းအရာကို မိတ္ဆက္ေပးေသာ အခါ 
သို႔မဟုတ္ ရွင္းျပေသာအခါတြင္ သံုးသည္။ ‘-는데요’ ကို ေ၀ါဟာရသည္ ဗ်ည္းႏွင့္ အဆုံးသတ္သည္ျဖစ္ေစ၊ သရႏွင့္ 
အဆုံးသတ္သည္ျဖစ္ေစ ထိုအတိုင္း ၾကိယာႏွင့္ တြဲလ်က္ အသံုးျပဳသည္။ 

동사	(ၾကိယာ) 형용사	(နာမ၀ိေသသန) 명사	(နာမ္)

-는데요 자음 (ဗ်ည္း) → -은데요 모음 (သရ) → -ㄴ데요 인데요

먹다	→	먹는데요

오다	→	오는데요
많다	→	많은데요 크다	→	큰데요

사람	→	사람인데요

친구	→	친구인데요 	

·농약을	쳐야	하는데요.	농약	분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ဓာတ္ေျမၾသဇာ ျဖန္းရမွာကိုေလ။ ျဖန္းစက္က ဘယ္နား ရိွေနလဲ မသိဘူး။
·가:	사과	상자들을	트럭에	다	실었는데요.	좀	봐	주세요.	

	 	 ပန္းသီးဘူးေတြကို ထရပ္ကားေပၚ အကုန္ တင္လိုက္တာကိုေလ။ တစ္ခ်က္ေလာက္ ၾကည့္ေပးပါ။
	 나: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ကာင္းျပီ။ ခဏေစာင့္ပါ။

‘-는데요’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၀ါက်မ်ားကုိ ျဖည့္ၾကည့္ပါ။

정답 		1)	고구마를	캐야	하는데요.		2)	물을	줘야	하는데요.		3)	파종상자를	옮겨야	하는데요.

문법 1  သဒၵါ ၁ -는데요 G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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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လီက စိုက္ခင္းပိုင္ရွင္နဲ႔ စကားေျပာေနတာပါ။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주인 아주머니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밭에 비료를 

뿌릴 거니까 준비 좀 해 줘요.
    ဒီေန႔ ပင္ပန္းသြားျပီ၊ မနက္ျဖန္ စိုက္ခင္းမွာ ေျမၾသဇာ 

ျဖဴးမွာမလို ့ျပင္ဆင္ထားေပးပါ။

리  리	 	비료요? 모종은 다음 주에 심을 건데  

벌써 비료를 뿌려요?
  ေျမၾသဇာလား။ ပ်ိဳးပင္က ေနာက္အပတ္မွ စိုက္မွာကုိ 

အခုကတည္းက ေျမၾသဇာ ျဖဴးမွာလား။

주인 아주머니	 	모종을 심기 전에 뿌려야 돼요. 비료를 먼

저 뿌리고 일주일쯤 지난 후에 심어야 모

종이 잘 자라거든요. 
   ပ်ိဳးပင္္ မစိုက္ခင္ ျဖန္းရမယ္။ ေျမၾသဇာကို အရင ္

ျဖဴးျပီး တစ္ပတ္ေလာက္ ၾကာမွ စိုက္ရင္ ပ်ိဳးပင္္ ပိ ု
ေအာင္တယ္။

리  리	 	아, 그렇군요. 제가 들어가서 내일 쓸 비

료 잘 챙겨 놓을게요.
  ေအာ္၊ ဒီလုိကိုး။ ကၽြန္ေတာ္ ျပန္ေရာက္ရင္ မနက္ျဖန္ 

သုံးမယ့္ ေျမၾသဇာကုိ အေသအခ်ာ ျပင္ဆင္ထားပါ့မယ္။ 

벌써 ေတာင္၊ ႏွင့္ေနျပီ 

·	벌써	금요일이에요.

  ေသာၾကာေန ့ေတာင္ 
ေရာက္ျပီ။

·	회의	준비를	벌써	다	

했어요?

  အစည္းအေ၀း ျပင္ဆင္တာ 
အကုန္ေတာင္ ျပီးေန 
ျပီလား။ 

쯤 ေလာက္
·	일주일쯤	후에	다시		
연락을	주세요.

  ေနာက္တစ္ပတ္ေလာက္ 
ထပ္ျပီး ဆက္သြယ္ေပးပါ။ 

·	내일	2시쯤	만날까요?
  မနက္ျဖန္ ႏွစ္နာရီေလာက္ ေတြ ့မလား။ 

벼 စပါး 보리 မုေယာစပါး 밀 ဂ်ံဳ 콩 ပဲ

정답 		1.	내일	뿌리려고	해요.		2.	다음	주에	심으려고	해요.

1. 언제 비료를 뿌리려고 해요? ဘယ္ေတာ့ ေျမၾသဇာ ျဖဴးမွာလဲ။

2. 모종은 언제 심으려고 해요? ပ်ိဳးပင္ ဘယ္အခ်ိန္ စစိုက္မွာလဲ။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ပီလား။ ဒါဆို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ရေအာင္။

Tip 곡류 ေကာက္ပဲသီးႏွံ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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စိုက္ပ်ိဳးေရးနဲ႔ ေဝါဟာရေတြကို ေလ့လာသင္ယူရေအာင္။

보기

키우다/기르다/
재배하다
စိုက္ပ်ိဳးသည္

거두다/수확하다
ရိတ္သည္

따다
ခူးသည္

캐다
တူးသည္ 

비료를	뿌리다
ေျမၾသဇာ ျဖဴးသည္

씨앗을	뿌리다
အေစ့ ၾကဲသည္

모종을	심다
ပ်ိဳးပင္ စိုက္သည္

물을	주다
ေရေလာင္းသည္

거름을	주다
ဓာတ္ေျမၾသဇာ

ေကၽြးသည္

잡초를	뽑다
ေပါင္းပင္ ႏႈတ္သည္

벌레를	잡다
ပိုးေကာင္ ဖမ္းသည္

농약을	치다
ပိုးသတ္ေဆး
ျဖန္းသည္

ပံုႏွင့္ ကိုက္ညီေသာ စကားလုံးကုိ ဥပမာမွ ေရြးထည့္ေ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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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습 2

2. 그림을 보고 ‘-기 전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기 전에.’

1) 가: 토마토를 딸까요?

 나: 아니요. .
→

2) 가: 물을 줄까요?

 나: 아니요. .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씨앗을 뿌리다  거름을 주다  캐다            

물을 주다  잡초를 뽑다  
보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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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2) 3) 4) 5)

씨앗을	뿌리다	 	 	 	 	 거름을	주다	 	 	 	 	 캐다

물을	주다	 	 	 	 	 	 			잡초를	뽑다

အေပၚမွ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မွ ေမးခြန္းမ်ား ေျဖၾကည့္ပါ။

정답 		1)	씨앗을	뿌리다			2)	물을	주다			3)	거름을	주다			4)	잡초를	뽑다			5)	캐다

어휘 2  စကားေျပာ ၂ 농업 2 စိုက္ပ်ိဳးေရး 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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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전에’ နဲ႔ ‘-(으)ㄴ 후에’

‘-기	전에’ ကို မျဖစ္ပ်က္ခင္ ေရွ႔တြင္ အသံုးျပဳျပီး ‘-(으)ㄴ	후에’ ကို ျဖစ္ပ်က္ျပီး ေနာက္တြင္ သံုးသည္။

·	모종을	심기 전에	비료를	뿌려요.	ပ်ိဳးပင္ေတြ မစိုက္ခင္ ေျမၾသဇာ ဖ်န္းရတယ္။
·	비료를	뿌린 후에	모종을	심어요.	ေျမၾသဇာ ဖ်န္းျပီးေနာက္ ပ်ိဳးပင္ကို စိုက္တယ္။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45과_호미를 챙겼는데요  161

→ → → →

연습 2

2. 그림을 보고 ‘-기 전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기 전에.’

1) 가: 토마토를 딸까요?

 나: 아니요. .
→

2) 가: 물을 줄까요?

 나: 아니요. .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씨앗을 뿌리다  거름을 주다  캐다            

물을 주다  잡초를 뽑다  
보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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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기	전에’ ကုိ အသုံးျပဳျပီး ၀ါက်ဆက္ေပးပါ။
2. 그림을 보고 ‘-기 전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가:	토마토를	딸까요?	ခရမ္းခ်ဥ္သီး ခူးရမလား။

나:	아니요,																																											

가:	물을	줄까요?	ေရေလာင္းေပးရမလား။

나:	아니요,																																											

အျပဳအမူ သို႔မဟုတ ္အေျခအေနတစ္ခု မလုပ္ခင္၊မျဖစ္ခင္ အေနအထားကို ေဖာ္ျပခ်င္သည့္ စကားလံုးစုကို ‘-기	전

에’ ၏ အေရွ႔တြင္ သံုးသည္။ ထပ္ဆင့္အကၡရာသည္ ဗ်ည္းျဖစ္ေစ သရျဖစ္ေစ ‘-기	전에’ ကို မေျပာင္းလဲဘဲ တြဲလ်က္ 
သံုးသည္။

·	비닐을	덮기 전에	거름을	먼저	주세요.	ပလတ္စတစ္ မဖံုးခင္ ဓာတ္ေျမၾသဇာ အရင္ ေကၽြးပါ။ 
·	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ကိုရီးယားကို မလာခင္ အင္ဒိုနီးရွားမွာ ဘာလုပ္ခဲ့လဲ။
	 나:	무역	회사에	다녔어요.	ကုန္သြယ္ေရးကုမၸဏီမွာ အလုပ္လုပ္ခ့ဲတယ္။

‘-기	전에’ ကုိ နားလည္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토마토를	따기	전에	농약을	치세요.		2)	물을	주기	전에	잡초를	뽑으세요.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전에’ နဲ႔ ‘-기	전에’	က နာမ္နဲ႔ပဲ တြဲသုံးရတယ္ဆိုတဲ့ အခ်က္မွာ ျမန္မာစကားနဲ႔ ကြာသြားပါတယ္။ ျမန္မာစကားမွာက 
(မ + V + ခင္)အလယ္မွာ ၾကိယာကို မျဖစ္မေန ထည့္ေပးရေပမဲ့ ကုိရီးယားစကားမွာေတာ့ ၾကိယာေရွ႕မွာ ‘기’ ကုိ 
ထပ္ေပါင္းျပီး နာမ္ေျပာင္းျပီးမွ သုံးလုိ႔ရပါတယ္။ 
·식사	전에	အစာ မစားခင ္ ·밥	먹기 전에	ထမင္း မစားခင္
·수업	전에	အတန္း မစခင္  ·수업	시작하기 전에	အတန္း မစခင္ 

문법 2  သဒၵါ ၂ -기 전에 G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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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အလုပ္ ခိုင္းတဲ့ အခ်ိန္ ဘယ္လုိ ေျပာရမလဲ။ ဥပမာအတုိင္း ေျပာၾကည့္ပါ။

16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작업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보기>처럼 말해 보세요.
How can you request a certain type of work? Create conversations as follows.

벌레를 잡다

1)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보기

물을 주다

2) 

거름을 주다

3) 

씨앗을 뿌리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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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보기>처럼 말해 보세요.

1)	

2)

3)

4)

벌레를	잡다

물을	주다

거름을	주다

씨앗을	뿌리다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ပါင္းပင္ေတြ ႏႈတ္ရမွာ 

အခု လုပ္ႏိုင္လား။

정답 		1)	벌레를	잡아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2)	물을	줘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3)	거름을	줘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4)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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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의 사계절 
ကိုရီးယား လယ္ေတာရြာရဲ့ ေလးရာသီ စိုက္ခင္း

   봄 ေႏြဦး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합니다.	비료를	뿌리고	밭을	갈아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을	준비를	합니다.	토마토,	가지,	오이,	호

박,	고추	등을	심습니다.

လယ္စိုက္ဖို႔ ျပင္ဆင္ပါသည္။ ေျမၾသဇာ ဖ်န္း၍ စိုက္ခင္းေျမ ထြန္ယက္ျပီး 
အေစ့မ်ား ၾကဲျခင္း သို႔မဟုတ္ ပ်ိဳးပင္မ်ား စိုက္ျခင္းမ်ား လုပ္ပါသည္။ 
ခရမ္းခ်ဥ္သီး၊ ခရမ္းသီး၊ သခြားသီး၊ ဖရုံသီး၊ ငရုတ္သီး စသည္တို႔ကို 
စိုက္ပါသည္။

   가을 ေဆာင္းဦး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여름철에	잘	키운	채소와	벼를	

거둡니다.

ေဆာင္းဦးသည္ ေကာက္ရိတ္သိမ္းရာသီ ျဖစ္ပါသည္။ ေႏြရာသီတြင္ 
ရွင္သန္ၾကီးထြားလာေသာ ဟင္းသီးဟင္းရြက္ႏွင့္ စပါးတုိ ့ကုိ 
ရိတ္သိမ္းပါသည္။

   여름 ေႏြ

봄에	심은	채소	등을	수확합니다.	논에	농약을	뿌리고	잡초

를	뽑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합니다.	밭에	당근,	양파,	파	등을	

심고	키웁니다.	또한	겨울철	김장에	필요한	배추도	심습니다.

ေႏြဦးတြင္ စိုက္ပ်ိဳးေသာ ဟင္းသီးဟင္းရြက္မ်ားကို ရိတ္သိမ္းပါသည္။ 
လယ္ကြင္းကုိ ပုိးသတ္ေဆး ဖ်န္းျပီးေနာက္ ေပါင္းပင္မ်ားကုိ ဆက္တုိက္
ႏႈတ္ေပးရပါမည္။ စုိက္ခင္းတြင္ မုန္လာဥနီ၊ ၾကက္သြန္၊ ၾကက္သြန္ျမိတ္ 
စသည္တုိ႔ကုိ စုိက္ပါသည္။ ထုိ႔ျပင္ ေဆာင္းရာသီ ကင္မ္ခ်ီ လုပ္ရန္ 
လိုအပ္ေသာ မုန္ညင္းျဖဴကုိလည္း စုိက္ပါသည္။

   겨울 ေဆာင္းရာသီ

1년	동안	사용한	농기구를	수리하고	다음	해	농사를	계획합

니다.	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재

배합니다.

တစ္ႏွစ္ပတ္လုံး အသုံးျပဳခ့ဲသည့္ လယ္ယာသုံးစက္ပစၥည္းမ်ားကုိ ျပဳျပင္ျပီး
ေနာက္ႏွစ္ လယ္လုပ္ငန္းအတြက္ ၾကိဳတင္ စီမံထားပါသည္။
ေဆာင္းရာသီတြင္လည္း မုိးလုံစုိက္ခင္းမ်ား တြင္ အမ်ိဳးမ်ိဳး
ေသာ ဟင္းသီးဟင္းရြက္ႏွင့္ အသီးမ်ား စုိက္ပ်ိဳးပါသ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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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

① 밭에 물을 줄 것입니다.  ② 잡초를 뽑을 것입니다.

③ 호스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④ 아주머니를 기다릴 것입니다.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내일 남자가 작업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논       ② 밭  ③ 논과 밭 ④ 과수원

5. 내일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Track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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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

① 밭에 물을 줄 것입니다.  ② 잡초를 뽑을 것입니다.

③ 호스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④ 아주머니를 기다릴 것입니다.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내일 남자가 작업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논       ② 밭  ③ 논과 밭 ④ 과수원

5. 내일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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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

① 밭에 물을 줄 것입니다.  ② 잡초를 뽑을 것입니다.

③ 호스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④ 아주머니를 기다릴 것입니다.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내일 남자가 작업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논       ② 밭  ③ 논과 밭 ④ 과수원

5. 내일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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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ဒါ ဘာလဲ။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ဒီလူ ဘာလုပ္ေနလဲ။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နားေထာင္ျပီး ေမးခြန္း ၂ခုလံုးကို ေျဖေပးပါ။

4.		 		내일	남자가	작업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မနက္ျဖန္ ေယာက်္ားေလး အလုပ္လုပ္ရမယ့္ ေနရာက ဘယ္မွာလဲ။

	 ①	논		 ②	밭		 ③	논과	밭		 ④	과수원

5.		내일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မနက္ျဖန္ လုပ္ရမယ့္ အလုပ္ မဟုတ္တာက ဘာလဲ။

	 ①		 ②		 ③		 ④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	မိန္းကေလး အခု ဘာလုပ္မလုိ ့လဲ။
①	밭에	물을	줄	것입니다.		 ②	잡초를	뽑을	것입니다.

③	호스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④	아주머니를	기다릴	것입니다.

Track 141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ပံုကို ၾကည့္ျပီး ေမးခြန္းမ်ား ေျဖေပးရမွာပါ။ ေမးခြန္းမ်ား နားမေထာင္မီ 
ေမးခြန္းကို ေသခ်ာဖတ္ပါ။

ေမးခြန္း ၃မွာ ေမးခြန္းကို နားေထာင္ျပီး ေျဖေ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၄နဲ႔ ၅မွာ  စာပိုဒ္
တစ္ခုထဲကို နားေထာင္ျပီး ေမးခြန္း ၂ခုလံုးကို ေျဖဆိုေပး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မီ
ေမးခြန္း ေသခ်ာ ဖတ္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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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대본  စာသား 

1.	①	여:	경운기입니다.	ေမာ္တာ ထြန္စက္ပါ။ 	②	여:	손수레입니다.	လက္တြန္းလွည္းပါ။

	 ③	여:	콤바인입니다.	ေကာက္ရိတ္စက္ပါ။  ④	여:	트랙터입니다.	ထြန္စက္ပါ။

2.	①	남: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ဓာတ္ေျမၾသဇာ ေကၽြးေနတယ္။

	 ②	남: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ပိုးသတ္ေဆး ဖ်န္းေနတယ္။

	 ③	남: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ပ်ိဳးပင္ စိုက္ေနတယ္။

	 ④	남: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ပိုးေကာင္ ဖမ္းေနတယ္။

3.	여: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창고에	호스가	없네요.	
	 	 စိုက္ခင္းကုိ ေရေလာင္းေပးရမွာ။ ဂိုေထာင္မွာ ေရပိုက္ မရိွဘူး။

	 남:	아,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အာ္ ခုနေနတုန္းက အေဒၚက သစ္သီးျခံထဲမွာ ေရေလာင္းဖို ့ယူသြားတယ္။

	 여:	그래요?	그럼,	물	주기	전에	밭에	잡초	좀	뽑을게요.	
	 	 ဟုတ္လား၊ ဒါဆုိ ေရမေလာင္းခင္ စိုက္ခင္းထဲမွာ ေပါင္းပင္ေတြ ႏႈတ္လုိက္ဦးမယ္

4-5.	남: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မနက္ျဖန္ ဘာလုပ္ရမလဲ။

	 여:	논에	농약을	좀	쳐	주세요.	စပါးခင္းထဲ ပိုးသတ္ေဆး ဖ်န္းထားေပးပါ။ 

	 남:		네,	그럴게요.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오후에는	고구마	밭에	가서	거름을	좀	줄까요?	

		ဟုတ္ကဲ့၊ လုပ္လိမ့္ပါမယ္။ အဲ့ဒါ မနက္ပိုင္းနဲ႔ ျပီးေလာက္တာမို႔ ညေနပိုင္း ကန္စြန္းဥခင္းထဲ သြားျပီး ဓာတ္ေျမၾသဇာ 
ေကၽြးေပးရမလား။ 

	 여: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거름은	안	줘도	되고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거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	주고요.	 	

အရင္ေန႔ေတြက ေကၽြးထားတာမို႔ ဓာတ္ေျမၾသဇာ ထပ္မေပးလည္း ရတယ္။ အဲ့အစား ေရေလာင္းေပးပါ။ ျပီးေတာ့ 
ခုတေလာ ပိုးေကာင္ေတြ မ်ားလာလုိ႔ ပိုးေကာင္ ဖမ္းေပးပါ။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③			5.	②	

정답 		1.	②

1.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ဆက္စပ္ေသာ အေျဖကုိ ေရြးေပးပါ။

	 ①	그래도	조금	더	깎아	주세요.	 ②	저한테	사용법	좀	알려	줄래요?

	 ③	인터넷으로	전화기를	살	거예요?		 ④	저도	채팅을	하려고	인터넷을	켰어요.	

남: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면	요금도	싸고	편리해요.  
     အင္တာနက္ အသုံးျပဳျပီး ဖုန္းဆက္ရင္ ေစ်းလည္း သက္သာျပီး အဆင္ေျပ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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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과_호미를 챙겼는데요  16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낫 ② 삽

 ③ 괭이 ④ 호미

2.  ① 땅을 파고  있습니다. ② 물을 주고 있습니다. 

 ③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 ④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이 파종상자를 어디에 둘까요?  

 나: 밭으로 가져갈 거니까 에 실어 놓으세요. 

① 호스          ② 갈고리  ③ 경운기 ④ 물뿌리개

4. 가: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돼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캐야          ② 따야  ③ 심어야 ④ 뿌려야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토마토는 보통 4월 말에 밭에 모종을 심습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뿌리고 

일주일 정도 기다린 후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모종을 심고 난 후에는 물을 주고 거름도 

줍니다. 토마토는 벌레가 많이 생기는 작물이라서 가끔 농약을 쳐야 합니다. 또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뽑아서 토마토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토마토를 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① 거름을 줍니다.  ② 모증을 심습니다. 

③ 비료를 뿌립니다.  ④ 잡초를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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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과_호미를 챙겼는데요  16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낫 ② 삽

 ③ 괭이 ④ 호미

2.  ① 땅을 파고  있습니다. ② 물을 주고 있습니다. 

 ③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 ④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이 파종상자를 어디에 둘까요?  

 나: 밭으로 가져갈 거니까 에 실어 놓으세요. 

① 호스          ② 갈고리  ③ 경운기 ④ 물뿌리개

4. 가: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돼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캐야          ② 따야  ③ 심어야 ④ 뿌려야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토마토는 보통 4월 말에 밭에 모종을 심습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뿌리고 

일주일 정도 기다린 후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모종을 심고 난 후에는 물을 주고 거름도 

줍니다. 토마토는 벌레가 많이 생기는 작물이라서 가끔 농약을 쳐야 합니다. 또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뽑아서 토마토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토마토를 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① 거름을 줍니다.  ② 모증을 심습니다. 

③ 비료를 뿌립니다.  ④ 잡초를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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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စကားလုံးကုိ ေရြးျဖည့္ေပးပါ။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이	파종상자를	어디에	둘까요?	ဒီ မ်ိဳးေစ့ထည့္ျခင္းေတာင္းကုိ ဘယ္နား ထားရမလဲ။
나:	밭으로	가져갈	거니까																						에	실어	놓으세요.	

 စုိက္ခင္းထဲကို ယူသြားမွာမို႔လို႔ ေမာ္တာထြန္စက္ထဲ ထည့္ထားေပးပါ။

					①	호스		 ②	갈고리		 ③	경운기		 ④	물뿌리개

4.

	

가: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돼요.	

 ပ်ိဳးပင္ မစိုက္ခင္ စုိက္ခင္းကုိ ေျမၾသဇာ ျဖဴးထားေပးရမယ္။
나: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သိပါျပီ။

					①	캐야		 ②	따야		 ③	심어야		 ④	뿌려야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 သုိ႔မဟုတ္ ၀ါက်ကုိ ေရြးေပးပါ။

1. ①	낫		 ②	삽

③	괭이		 ④	호미

2. ①	땅을	파고	있습니다.		 ②	물을	주고	있습니다.

③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		 ④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က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ရမွာ ျဖစ္တယ္။ ေလ့လာထား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မးခြန္း ၃န႔ဲ ၄က ကြက္လပ္တြ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ဖည့္ေ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၅ကေတာ့ 
ေမးခြန္းကို ေျဖေပးရမွာပါ။ သင္ယူထား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အာက္က ေမးခြန္းကိ ု
ေျဖ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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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는	보통	4월	말에	밭에	모종을	심습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뿌리고	일주일	정도	기

다린	후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모종을	심고	난	후에는	물을	주고	거름도	줍니다.	토마토는	벌레가	많

이	생기는	작물이라서	가끔	농약을	쳐야	합니다.	또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뽑아서	토마토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ခရမ္းခ်ဥ္သီးကို ပံုမွန္ ေလးလပိုင္းကုန္တြင္ စိုက္ခင္းထဲ ပ်ိဳးပင္စိုက္ပါသည္။ ပ်ိဳးပင္ မစိုက္ခင္ စိုက္ခင္းကို ေျမၾသဇာ 
ျဖဴးျပီး တစ္ပတ္ေလာက္ ေစာင့္ျပီးမွ ပ်ိဳးပင္ စုိက္ရပါမည္။ ပ်ိဳးပင္ စိုက္ျပီးေနာက္ ေရေလာင္းေပးျပီး ဓာတ္ေျမၾသဇာလည္း
ေပးရမည္။ ခရမ္းခ်ဥ္သီးက ပိ ုးေကာင္က်လြယ္တဲ ့ အပင္မ် ိ ဳး ျဖစ္တာေၾကာင့ ္ တစ္ခါတစ္ေလ ပိ ုးသတ္ေဆး 
ျဖန္းေပးရမည္။ ထုိ႔ျပင္္ ေပါင္းပင္မ်ား ထြက္လာပါက ႏႈတ္ေပးျပီး ခရမ္းခ်ဥ္သီးပင္ ေကာင္းေကာင္း ရွင္သန္ၾကီးထြားေစရန္ 
လုပ္ေပးရမည္။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ကုိ ေျဖပါ။

토마토를	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ခရမ္းခ်ဥ္သီးပင္ မစိုက္ခင္ အရင္ဆုံး ဘာလုပ္ရမလဲ။

①	거름을	줍니다.		 	 ②	모종을	심습니다.

③	비료를	뿌립니다.		 	 ④	잡초를	뽑습니다.

정답 		1.	①		2.	①		3.	③		4.	④		5.	③

정답 		1.	④			2.	④		3.	②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1.

	

기숙사																											가	고장	나서	온수도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됩니다.	빨리	고쳐	주시기	바

랍니다.

အေဆာင္ ေရေႏြးစက္က ပ်က္ေနလုိ ့ေရေႏြးလည္း မရသလုိ ၾကမ္းခင္းဟီတာလည္း မရပါဘူး။ အျမန္ ျပင္ေပးဖုိ ့ 
ေတာင္းဆုိပါတယ္။

	 ①	환풍기	 ②	자판기	 ③	하수구	 ④	보일러	

2.

	

저는																											에는	취미	활동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등산을	하고	일요일에는	주로	영화

를	봅니다.	

ကၽြန္ေတာ္ ပိတ္ရက္မွာ ၀ါသနာပါတာေလးေတြ လုပ္ပါတယ္။ စေနေန႔မွာ ေတာင္တက္ျပီး တနဂၤေႏြေန႔မွာေတာ့ 
အမ်ားအားျဖင့္ ရုပ္ရွင္ၾကည့္ပါတယ္။ 

	 ①	아침	 ②	평일	 ③	오후	 ④	주말

3.

	

저는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에	갑니다.	산책도	하고	나무	밑에	앉아	책을	읽기

도	합니다.

ကၽြန္ေတာ္ကေတာ့ ပိတ္ရက္မွာ အခ်ိန္ရွိရင္ ပန္းျခံကုိ သြားပါတယ္။ လမ္းေလွ်ာက္ျပီး သစ္ပင္ေအာက္မွာ 
စာအုပ္ထိုင္ဖတ္တာလည္း လုပ္ပါတယ္။ 

	 ①	시장	 ②	공원	 ③	찜질방	 ④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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ဆူဖီခါနဲ ့ပိုင္ရွင္ဦးေလးနဲ ့စကားေျပာေနၾကတယ္။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46 더 신경 쓰도록 하자
ပိုျပီး ဂရုစိုက္ၾကရေအာင္

주인 아저씨	 	이걸 어쩌지. 수피카, 지난번에 바꾼 사료 말이야. 소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
  ဒါ ဘယ္လိုလုပ္ရမလဲ။ ဆူဖီခါ အရင္တေခါက္က ေျပာင္းထားတဲ့ အစာကုိ 

ေျပာတာ။ ႏြားနဲ႔ အဆင္မေျပဘူးနဲ ့တူတယ္။

수피카	 	그래요? 농협중앙회에서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ဟုတ္လား။ စိုက္ပ်ိဳးေရးအဖြဲ႔အစည္းက ပစၥည္းေကာင္း ထြက္လာတယ္ ေျပာလို႔ 

ေျပာင္းလုိက္တဲ့ ဟာေလ။

주인 아저씨	 	추천하길래 믿고 한번 써 봤는데⋯⋯.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အၾကံဥာဏ္ေပးလုိ ့ယံုျပီး တစ္ေခါက္ေလာက္ သုံးၾကည့္တာ...... ဒီေန ့ 

ဆုိ ဗိုက္က ေဖာင္းကားျပီး ေလေတြ အမ်ားၾကီး ျပည့္ေနပံုပဲ။

수피카	 	그럼, 어떻게 하죠?  ဒါဆုိ ဘယ္လုိလုပ္မလဲ။

주인 아저씨	 	우선 아무 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자.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휴. 
  အရင္ဆုံး ဘာမွ မေကၽြးေသးဘဲ တိရိစာၦန္ဆရာ၀န္ ေခၚမွပဲ။ ျပီးေတာ့  

ေရွ႔ေလွ်ာက္ ပိုျပီး ဂရုစိုက္ၾကရေအာင္။ ႏြားေတြ ေတာ္ေတာ္  
ခံစားေနရပံုပဲ။ ဟူး...

맞다 ကုိကညီသည္

N이/가 N에/에게(한테) 맞다. 

N က N နဲ႔ ကုိက္တယ္။ 

·	새로	산	신발이	발에	안		

맞아서	다른	신발로	바꿨	

어요.

  အသစ္ ၀ယ္လာတ့ဲ ဖိနပ္က 
ေျခေထာက္နဲ႔ မေတာ္လုိ႔ 
တျခားဖိနပ္နဲ႔ လဲခ့ဲတယ္။ 

신경(을) 쓰다 
ဂရုစိုက္ေပးသည္။

·	가:		이반	씨,	감기는	좀	어
	 	 때요?
    အီဗန္၊ အဖ်ား 

ဘယ္လုိေနေသးလဲ။ 
	 나:		많이	나았어요.	신경
	 	 써	줘서	고마워요.
     အမ်ားၾကီး 

သက္သာလာျပီ။ 
ဂရုစိုက္ေပးလုိ ့ 
ေက်းဇူးပဲ။

1. 아저씨는 사료를 왜 바꿨어요? ပိုင္ရွင္က ဘာလုိ ့အစာကုိ ေျပာင္းလုိက္တာလဲ။

2. 왜 수의사를 부르려고 해요? တိရိစာၦန္ဆရာ၀န္ကုိ ဘာျဖစ္လုိ႔ ေခၚဖို႔ လုပ္တာလဲ။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ဒါဆို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농협중앙회에서	추천해서	바꿨어요.		2.	소에게	문제가	생겨서	수의사를	부르려고	해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ပႆနာ အေၾကာင္းရင္း ရွာေဖြျခင္း၊ ျပႆနာ ေျဖရွင္းရန္ ၾကိဳးစားျခင္း
□သဒၵါ  -도록 하다, -게 되다

□ေ၀ါဟာရႏွင့္ အသံုးမ်ား  သားငါးေမြးျမဴေရးလုပ္ငန္း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သားငါးေမြးျမဴေရးလုပ္ငန္းတြင္ လုပ္ကုိင္ရေသာ အလုပ္ အမ်ိဳးအစား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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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ရိစာၦန္ေမြးျမဴေရးနဲ႔ ပတ္သက္တဲ့ ေ၀ါဟာရေတြ ေလ့လာသင္ယူရေအာင္။

16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도록 하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도록 하다.’

1) 가: 사장님,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을 하면 돼요?  

 나: . [축사를 청소하다]

2) 가: 건초는 잘 챙겨 두었지요? 

 나: . [바로 확인하다]

3) 가: 축사에 가서  . [소 먹이를 주다]

 나: 네, 창고에 가서 사료 가져 올게요.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2)

3)

5)

4)

보기 돼지                      닭                      소                      축사                      건초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68 6/11/2014   9:16:57 AM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ထည့္ေပးပါ။

돼지
၀က္

소
ႏြား

닭
ၾကက္

양
သုိး

오리
ဘဲ

말
ျမင္း

토끼
ယုန္

양돈
စား၀က္

양우
စားႏြား

양계
စားၾကက္

축사
ေမြးျမဴေရးျခံ

사료/먹이
တိရိစာၦန္အစာ

건초
ေကာက္ရိုးေျခာက္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2)

3)
4)

5)

정답 		1)	닭		2)	소		3)	축사		4)	돼지		5)	건초

အထက္မွ ေဝါ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보기

돼지

닭

소

축사

건초

어휘 1  ေ၀ါဟာရ ၁ 축산업 တိရိစာၦန္ေမြးျမဴေရး လုပ္င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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ႀကိယာႏွင့္ တြဲဆက္ၿပီး ေျပာသူက တစ္စုံတစ္ရာကို ဆက္ဆက္ ျပဳလုပ္မည္ ျဖစ္ေၾကာင္း ေျပာဆုိျခင္းကို 
ေဖာ္ျပသည္။ (လုပ္ျဖစ္ေအာင္ /ဆက္ဆက္ လုပ္ပါမယ္/လုပ္ပါ ဆိုေသာ ဆုိလိုခ်က္)

·	가:	먼저	먼지부터	닦도록 하세요.	အရင္ဆံုး ဖုန္ စသုတ္တာ လုပ္ရမယ္။
	 나:	그럼	창문을	좀	열게요.	ဒါဆို ျပတင္းေပါက္ ဖြင့္လိုက္မယ္။
·	가:		중요한	시험이니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세요.	အေရးၾကီးတဲ့ စာေမးပဲြမလို ့ၾကိဳးၾကိဳးစားစား ျပင္ဆင္ထားရမယ္။
	 나: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ဟုတ္ကဲ့။ တတ္ႏိုင္သေလာက္ ၾကိဳးစားပါမယ္။

2. ‘-도록 하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도록	하다’ ကုိ သုံးျပီး ၀ါက်ဆက္ေပးပါ။

1)		가:	사장님,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을	하면	돼요?	သူေဌး၊ ဒီေန ့မနက္ ဘာလုပ္ရမလဲ။

	 나:																																																								.	[축사를	청소하다	၀က္ျခံကုိ သန္႔ရွင္းေရး လုပ္သည္။]

2)		가:	건초는	잘	챙겨	두었지요?	ေကာက္ရိုးေျခာက္ေတြ  ေသခ်ာ ထားထားတယ္မလား။

	 나:																																																								.	[바로	확인하다	ခ်က္ခ်င္း စစ္ၾကည့္သည္။]

3)		가:	축사에	가서																																																								.	[소	먹이를	주다	ႏြားစာ ေကြ်းသည္။]

	 나:	네,	창고에	가서	사료	가져올게요.	ဟုတ္ကဲ့။ ဂိုေဒါင္ကုိ သြားျပီး ႏြားစာ ယူလာခဲ့မယ္။

‘-도록	하다’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၀ါက်မ်ားကုိ ျဖည့္ပါ။

정답 		1)	축사를	청소하도록	하세요		2)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	먹이를	주도록	하세요

정답 		1.	늦지	않도록	하세요		2.	끝내도록	할게요		3.	끊도록	하세요		4.	청소하도록	할게요

‘-도록	하다’	ကို သံုးျပီး ၀ါက်ျဖည့္ပါ။

1.	가:	내일	몇	시에	출발해요? မနက္ျဖန္ ဘယ္အခ်ိန္ ထြက္မွာလဲ။ 
				나:	6시에	출발하니까																					. ေျခာက္နာရီ ထြက္မွာမလုိ႔ ေနာက္မက်ေအာင္ လာပါ။ 

2.	가:	부탁한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အကူအညီေတာင္းထားတဲ့ ရီပို႔ အေျခအေန ဘယ္လုိလဲ။
				나:	지금	하고	있는데	저녁까지																					. အခု လုပ္ေနတာမလုိ႔ ညေနအထိ ျပီးေအာင္ လုပ္ေပးမယ္။

3.	가:	올해는	담배를																					. ဒီႏွစ္ေတာ့ ေဆးလိပ္ ျပတ္ေအာင္ လုပ္ပါ။
				나:	네,	꼭	끊을게요. ဟုတ္ကဲ့၊ တကယ္ ျဖတ္ပါ့မယ္။ 

4.	가:	작업장이	좀	지저분한데	청소	좀	해	주세요. လုပ္ငန္းခြင္က နည္းနည္း ရႈပ္ပြေနလုိ႔ သန္႔ရွင္းေရး လုပ္ေပးပါဦး။
    나:	네,	이	일만	끝내고																					. ဟုတ္ကဲ့၊ ဒါ လုပ္လုိ႔ ျပီးရင္ သန္႔ရွင္းေရး လုပ္ျဖစ္ေအာင္ လုပ္ပါ့မယ္။ 

문법 1  သဒၵါ ၁ -도록 하다 G46-1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익숙해졌어요. ရင္းႏွီးကၽြမ္းဝင္သြားပါျပီ။

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지요?	ကုိရီးယားမွာ ေနရတာ ပင္ပန္းတယ္မဟုတ္လား။
나: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အစပိုင္းမွာေတာ့ ပင္ပန္းခဲ့ေပမဲ့ အခုေတာ့ ရင္းႏွီးကၽြမ္းဝင္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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ဘာထုနဲ႔ ခါရင္းက အလုပ္လုပ္ေနၾကပါတယ္။ သူတုိ ့ဘာေတြ ေျပာေနၾကလဲ။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카림	 	그물 좀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또 그냥 
이렇게 뒀네.

  ငါးဖမ္းပိုက္ကြန္ကို ၾကိဳတင္ျပီး ျပင္ဆင္ထားပါဆို အခုေတာ့ 
ထပ္ျပီး ဒီတုိင္းပဲ ထားသြားျပန္ျပီ။

바트	 	어디 좀 봐.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그런 거
야? 카림 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번엔 
마문 씨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ၾကည့္ပါဦး။ အၾကိမ္ၾကိမ္ ေျပာထားတာကုိ ဒီလုိ 
ထပ္လုပ္တာလား။ အကုိခါလင္း ဒါ မေတာ္တဆ မွားတာ 
မဟုတ္ဘူး။ ဒီတခါေတာ့ မာမြန္းကုိ ေခၚျပီး ေသခ်ာ 
ဆုံးမလိုက္ပါ။

카림	 	한 번 쓴 그물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
우니까 꼭 풀어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
에 오늘도 작업을 제때 못 하게 됐잖아.

  တစ္ခါ သံုးျပီးသား ငါးဖမ္းပိုက္ကြန္က ရႈပ္ေထြးသြားရင္ 
ေနာက္တစ္ခါ သံုးဖို႔ ခက္တာမို႔လုိ႔ ျဖည္ထားေပးရမယ္လုိ႔ 
ေျပာထားရဲ့သားနဲ႔။ ဒီဟာေၾကာင့္ ဒီေန႔လည္း အလုပ္ 
အခ်ိန္မီ မလုပ္ျဖစ္ေတာ့ဘူး။ 

바트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야.
  ငါးမွ်ားမီးလုံးကုိလည္း အသစ္ မလဲထားဘူး။ ျပီးေတာ့ 

ပိုက္ကြန္စက္သီးလည္း ဒီတုိင္းပဲ။

카림	 	안되겠다. 당장 마문 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မျဖစ္ေတာ့ဘူး။ ခုခ်က္ခ်င္း မာမြန္းကုိ ေခၚျပီး ေျပာမွပဲ။

그냥 ဒီတုိင္း
①			အပိုအလုိ မရွိ သုိ႔မဟုတ္ အေနအထား အေျပာင္းအလဲ မရွိပဲ ရွိေနသည့္ အတုိင္း
②			အဓိပၸါယ္ သုိ႔မဟုတ္ 

သတ္မွတ္ခ်က္ မရွိဘဲ
·	가:			여기	다	쓴	공구는		

제가	정리할까요?    ဒီမွာ သုံးလုိ ့ျပီးသြားတဲ့ ပစၥည္းေတြကုိ ကၽြန္ေတာ္ သိမ္းလိုက္ရမလား။
	 	나:			그냥	두세요.	이따가		

다시	쓸	거예요.
   ဒီတုိင္း ထားထားပါ။ ခဏေန ျပန္သုံးဦးမွာ။
·	가:	케이크는	왜	샀어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ကိတ္မုန္ ့ဘာလို ့ 

၀ယ္လာတာလဲ။ 
ဒီေန ့ဘယ္သူ ့ေမြးေန ့လဲ။

	 	나:			아니요,	먹고	싶어서		
그냥	샀어요.

   မဟုတ္ပါဘူး။ စားခ်င္လို႔ ဒီတုိင္း ၀ယ္လာတာ။ 

당장 အခု ခ်က္ခ်င္း

·	회의에	늦지	않으려면	지

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အစည္းအေ၀း ေနာက္မက် 

ေအာင္ အခုခ်က္ခ်င္း ထြက္မွ 

ရမယ္။ 

1. 두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သူတုိ ့ဘာလုပ္ေနၾကလဲ။

2. 두 사람은 왜 화가 났어요? သူတုိ ့ဘာလုိ ့စိတ္ဆုိးေနၾကတာလဲ။

ခါလင္းနဲ ့ဘာထု ေနရာက သရုပ္ေဆာ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ပီး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2.	동료가	일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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ငါးဖမ္းလုပ္ငန္းနဲ ့ပတ္သက္တဲ့ ေ၀ါဟာရေတြ ေလ့လာသင္ယူရေအာင္။

그물
ငါးဖမ္းပိုက္ကြန္

통발
ငါးဖမ္းေတာင္း

집어등
ငါးမွ်ားမီးလုံး

양망기
ပိုက္ကြန္ရစ္ဘီး

밧줄
ၾကိဳး
 

쇠사슬
ခ်ိန္းၾကိဳး

고리
ခ်ိတ္တံ

닻
ေက်ာက္ဆူး

도르래
စက္သီး

뜰채
လက္ကုိင္ ပိုက္ကြန္

 

낚시	바늘
ငါးမွ်ားခ်ိတ္

부자/부표
အခ်က္ျပေဖာ့တုံး

바늘대
လြန္းပ်ံ

수중	펌프
ေရျမွဳပ္ပန္  ့စက္

수경
ေရကူးမ်က္မွန္

갈퀴
ျခစ္တံ

스티로폼	상자
အေအးခံေဖာ့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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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게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게 되다.’

1) 낚시를 잘 못 했는데 . 

①     ㉠

②     ㉡

③     ㉢

④     ㉣

⑤     ㉤

닻

통발

부표

양망기

집어등

2)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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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 통발 ㉢ 부표 ㉣ 양망기 ㉤ 집어등

① ⑤② ③ ④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င့္ ခ်ိတ္ဆက္ေပးပါ။

အထက္မွ ေ၀ါဟာရမ်ားကို စဥ္းစားျပီး ေအာက္မွ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정답 		①-㉡		②-㉢		③-㉤		④-㉠		⑤-㉣

어휘 2  စကားေျပာ ၂ 어업 ငါးဖမ္းလုပ္င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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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과_더 신경 쓰도록 하자  171

연습 2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게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게 되다.’

1) 낚시를 잘 못 했는데 . 

①     ㉠

②     ㉡

③     ㉢

④     ㉣

⑤     ㉤

닻

통발

부표

양망기

집어등

2)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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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게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게 되다.’

1) 낚시를 잘 못 했는데 . 

①     ㉠

②     ㉡

③     ㉢

④     ㉣

⑤     ㉤

닻

통발

부표

양망기

집어등

2)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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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낚시를	잘	못	했는데																																													.

ငါး မမွ်ားတတ္ေပမဲ့ ခဏခဏ လုပ္ေတာ့လည္း အခု ေကာင္းေကာင္း မွ်ားတတ္သြားျပီ။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

ရာသီဥတုက မေကာင္းလုိ႔ သေဘၤာ ထြက္လုိ႔ မရေတာ့ဘူး။

2. 그림을 보고 ‘-게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게 되다’ ကုိ သုံးျပီး ၀ါက် ျဖည့္ပါ။

ႀကိယာႏွင့္ တြဲဆက္ၿပီး ျပင္ပ အေျခအေန၊ လႊမ္းမိုးမႈေၾကာင့္ အေျခအေနတစ္ခုျဖစ္လာျခင္း ကို ေဖာ္ ျပသည္၊

·	가:	날씨	때문에	오늘도	작업을	못	하게 되었어.	ရာသီဥတုေၾကာင့္ ဒီေန ့လည္း အလုပ္ မလုပ္ျဖစ္ေတာ့ဘူး။
	 	나:	큰일이다.	내일은	좋아질까?	တကယ့္ျပႆနာပဲ။ မနက္ျဖန္ေတာ့ ေကာင္းမလားမသိဘူး။
·	가:	이반	씨는	한국	음식을	잘	먹네요.	ဘာထုက ကိုရီးယားအစားအေသာက္ ေကာင္းေကာင္း စားသားပဲ။
	 	나:	처음에는	못	먹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잘	먹게 되었어요.
	 	  အစက ေကာင္းေကာင္း မစားႏိုင္ေပမဲ့ အခ်ိန္ၾကာလာေတာ့လည္း စားႏိုင္သြားပါတယ္။ 

‘-게	되다’ ကို သုံးျ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1.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를	잘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과	자주	얘기해서		
																																		.		

   ကုိရီးယား ေရာက္ခါစတုန္းက ကုိရီးယားစကား မေျပာတတ္ဘူး။ ဒါေပမဲ့ အခုေတာ့ ကုိရီးယားလူမ်ိဳးေတြနဲ႔ ခဏခဏ 
စကားေျပာပါမ်ားေတာ့  ေကာင္းေကာင္းမြန္မြန္ ေျပာတတ္သြားျပီ။

2.	 		고향에	살	때는	요리를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요리를	자주	해서																																				.

 ဇာတိမွာ ေနတုန္းက ထမင္းဟင္း မခ်က္တတ္ဘူး။ ဒါေပမဲ့ အခုေတာ့ မၾကာခဏ ခ်က္စားေနလုိ႔ ခ်က္တတ္သြားျပီ။

3.	 		우리	회사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근처로																																				.	

 ကၽြန္ေတာ္တုိ႔ ကုမၸဏီ ေနရာေျပာင္းသြားျပီ။ ဒါေၾကာင့္ ကၽြန္ေတာ္လည္း ကုမၸဏီအနီးအနားကို ေျပာင္းေနျဖစ္သြားတယ္။ 

정답 		1)	자주	해서	지금은	잘하게	됐어요		2)	배를	못	타게	됐어요	

정답 		1.	잘하게	됐어요		2.	잘하게	됐어요		3.	이사하게	됐어요	

‘-게	되다’ ကို နားလည္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게 되다’ နဲ႔ ‘-아지다/어지다’

‘-게	되다’ ႏွင့္ ‘-아지다/어지다’ ႏွစ္မ်ိဳးလံုးသည္ အေျပာင္းအလဲကို ေဖာ္ျပေသာ္လည္း ‘-게	되다’ သည္ 
အေျပာင္းအလဲ၏ ရလဒ္ကို အဓိကထား ေဖာ္ျပျပီး ‘-아지다/어지다’ သည္ အေျပာင္းအလဲ ျဖစ္စဥ္ကို အဓိကထား 
ေဖာ္ျပသည္။ ထို ့ျပင္ ‘-게	되다’ ကို အမ်ားအားျဖင့္ ၾကိယာႏွင့္ ေပါင္းစပ္သံုးျပီး ‘-아지다/어지다’ ကို အမ်ားအားျဖင့္ 
နာမ၀ိေသသနႏွင့္ ေပါင္းစပ္သံုးသည္။ 

·날씨가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서	일을	못	하게 되었어요.	(O)									

·날씨가	춥게	되었어요.	(X)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게 되다 G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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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ပႆနာ ေပၚေပါက္လာပါက ဘယ္လုိ ေျဖရွင္းရင္ ေကာင္းမလဲ။ ဥပမာအတိုင္း ေျပာၾကည့္ပါ။

17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보기>처럼 말해 보세요.
What should you do when you have the following problems? Create conversations as follows.

돼지가 먹이를 기다리다, 사료를 주다

1) 

보기

그물이 엉키다, 그물을 풀다

잡그물이 모두 엉켜 있으니까 

어서 그물을 풀도록 하세요.

축사가 더럽다, 분뇨를 치우다

2) 

양망기가 고장나다, 수리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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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돼지가	먹이를	기다리다,	사료를	주다

ဝက္က အစာေကၽြးတာ ေစာင့္ေနသည္,
အစာေကၽြးသည္

축사가	더럽다,	분뇨를	치우다

ႏြားတင္းကုပ္ ညစ္ပတ္သည္,
မစင္အညစ္အေၾကး က်ံဳးသည္

양망기가	고장나다,	수리하다

ပိုက္ကြန္ရစ္ဘီး ပ်က္သြားသည္။, ျပင္သည္။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보기>처럼 말해 보세요.

ပိုက္ကြန္က ရႈပ္ေထြးသည္ 
ပိုက္ကြန္ ျဖည္သည္

그물이	엉키다,	그물을	풀다

<ဥပမာ>

정답 		1)	돼지가	먹이를	기다리니까	사료를	주도록	하세요.

	 2)	축사가	더러우니까	분뇨를	치우도록	하세요.

	 3)	양망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하도록	하세요.

그물이	모두	엉켜	있으니까	

어서	그물을	풀도록	하세요.
ပိုက္ကြန္က အကုန္ ရႈပ္ေထြးေနတာပဲ  

အျမန္ ပိုက္ကြန္ ျဖည္ဖို ့လုပ္ပါ။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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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과 어업 현장의 직업 
သားငါးေမြးျမဴေရး လုပ္ငန္းခြင္

사료	배합기	တိရိစာၦန္အစာ ေရာစက္
사료	배합기에	사료를	투입합니다.

ေရာစက္ထဲ အစာမ်ား ထည့္သည္။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သေဘၤာ စီးျပီး ပင္လယ္ထဲ သြားကာ ငါးဖမ္းသည္။

축사	ေမြးျမဴေရးျခံ
축사	지붕을	점검하거나	수리합니다.

ေခါင္မိုးကုိ စစ္ေဆးသည္ သုိ႔မဟုတ ္ျပင္သည္။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길러서	팝니다.
ငါးေမြးကန္တြင္ ငါးေမြးျပီး ေရာင္းသည္။

스키드로더	အမိႈက္က်ံဳးယာဥ္ 
스키드로더로	폐기물을	치웁니다.

စက္ျဖင့္ အမိႈက္အညစ္အေၾကးမ်ား က်ံဳးသည္။

갯벌에서	조개나	낙지,	굴	등을	캡니다.
ပင္လယ္ႏႈန္းေျမမွ ကမာ သုိ ့ကင္းမြန္၊ ခရု  

စသည္တုိ႔ကုိ ႏိႈက္သည္

분뇨	탱크	မစင္အညစ္အေၾကး သုိေလွာင္ကန္
분뇨	탱크를	조작합니다.

မစင္အညစ္အေၾကး သုိေလွာင္ကန္ကုိ ျပဳလုပ္သည္။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생산합니다.
ဆားေငြ႔ပ်ံကန္မ်ား ျပဳလုပ္ျပီး  

ဆား ထုတ္လုပ္သည္။ 

어업 ငါးဖမ္းလုပ္ငန္း

축산업 တိရိစာၦန္ေမြးျမဴေရး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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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ပးပါ။ Track 144
[1~2]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ပါ။

3.		①	오리를	기르고	있어요.		 ②	토끼를	본	적이	있어요.

	 ③	오리	농장에	가	볼까요?		 ④	토끼	먹이를	사러	왔어요.

4.		①	어제	갈았어요.		 ②	안	갈게	됐어요.

	 ③	내일	갈	거지요?		 ④	빨리	갈도록	할게요.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ပါ။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ယာက်္ားေလးက ဘာကုိ စစ္ေဆးဖို႔ လုပ္ေနလဲ။

①	그물		 ②	통발		 ③	양망기		 ④	집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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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오리를 기르고 있어요.  ② 토끼를 본 적이 있어요.

③ 오리 농장에 가 볼까요?  ④ 토끼 먹이를 사러 왔어요.

4. ① 어제 갈았어요.  ② 안 갈게 됐어요.

③ 내일 갈 거지요?  ④ 빨리 갈도록 할게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① 그물       ② 통발  ③ 양망기 ④ 집어등

Track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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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စကားေျပာတာကုိ နားေထာင္ျပီး အေျဖမွန္ ေရြးေပးရမွာ ျဖစ္တယ္။

ေမးခြန္း ၃နဲ႔ ၄မွာ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၅မွာ စာပုိဒ္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ပီး ေျဖ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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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소를	길러요.	ႏြားေမြးတယ္။	 ②	여:	양을	길러요.	သုိးေမြးတယ္။
	 ③	여:	닭을	길러요.	ၾကက္ေမြးတယ္။          ④	여:	돼지를	길러요.	၀က္ေမြးတယ္။
2.	①	여:	어선을	준비해요.	ငါးဖမ္းသေဘၤာ ျပင္ဆင္ထားပါ။
	 ②	여:	갈퀴를	준비해요.	ျခစ္တံ ျပင္ဆင္ထားပါ။
	 ③	여:	통발을	준비해요.	ငါးဖမ္းပိုက္ေတာင္း ျပင္ဆင္ထားပါ။
	 ④	여:	그물을	준비해요.	ငါးဖမ္းပိုက္ကြန္ ျပင္ဆင္ထားပါ။
3.	남:	수피카	씨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ဆူဖီခါက ျခံထဲမွာ ဘယ္လို အလုပ္မ်ိဳးလုပ္လဲ။
4.	남:	집어등이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ငါးမွ်ားမီးလုံးက နည္းနည္း ေမွာင္ေနသလုိပဲ။ လဲမွပဲ။
5.	여: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망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မေန ့က အလုပ္လုပ္တုန္းက ၾကည့္တာ ရစ္ဘီးက ေကာင္းေကာင္း မလည္သလုိပဲ…
	 남:		안	그래도	수리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그물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မေျပာလည္း ျပင္ဖို ့ အပ္ထားျပီးျပီမလုိ ့ ခုနေန ျပင္မွာပါ။ ျပီးေတာ့ ဒီေန ့အေ၀းၾကီးလည္း မသြားတာေၾကာင့္ 
ရပါတယ္။ ပုိက္ကြန္ ရႈပ္ေနလားပဲ တစ္ခ်က္ စစ္ၾကည့္ရေအာင္။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①		2.	④		3.	①		4.	④		5.	①

정답 		1.	④

남:	아주머니,	계란	선별	다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အေဒၚ ၾကက္ဥ အမ်ိဳးအစားခြဲျပီးသြားျပီ။ အခု ဘာလုပ္ရမလဲ။ 

여:	벌써	다	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럼	이제	저쪽	닭장에	가서	닭한테	사료	좀	주세요.

	 	ျပီးေတာင္သြားျပီလား။ ဒါဆိုရင္ ဟုိဘက္ၾကက္ျခံကို သြားျပီး တဆိတ္ေလာက္ ၾကက္ကို အစာေကၽြးလိုက္ပါ။

남:	네,	그런데	사료는	어디에	있어요?	ဟုတ္ကဲ့။ ဒါနဲ ့အစာက ဘယ္နားမွာ ရွိလဲ။ 

여: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창고에	있어요.	မိုးလုံစိုက္ခင္းေဘးမွာ ရွိတဲ့ ဂိုေဒါင္ထဲမွာ ရွိ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남자는	대화	후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ဒီလူေတြ အခု ဘယ္မွာ ရွိေနလဲ။ 

	 ①	축사	 ②	양계장	 		③	양식장	 ④	사료	창고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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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과_더 신경 쓰도록 하자  17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부표예요. ② 어선이에요.

 ③ 수경이에요. ④ 바늘대예요.

2.  ① 사료를 주도록 하세요. ② 먹이를 버리도록 하세요. 

 ③ 돼지를 기르도록 하세요. ④ 분뇨를 치우도록 하세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3. 이 동네에는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아요. 

① 양돈 ② 양우 ③ 양계 ④ 양망

4. 은/는 조개를 캘 때 사용해요.

① 통발 ② 갈퀴 ③ 부표 ④ 밧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축산 농가는 여름이 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가축들의 위생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축사 청소도 해야 하고, 사료의 상태도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들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산 농가가 여름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① 축사 청소를 자주 하는 것 ② 가축의 위생을 점검하는 것

③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 하는 것 ④ 먹이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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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과_더 신경 쓰도록 하자  17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부표예요. ② 어선이에요.

 ③ 수경이에요. ④ 바늘대예요.

2.  ① 사료를 주도록 하세요. ② 먹이를 버리도록 하세요. 

 ③ 돼지를 기르도록 하세요. ④ 분뇨를 치우도록 하세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3. 이 동네에는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아요. 

① 양돈 ② 양우 ③ 양계 ④ 양망

4. 은/는 조개를 캘 때 사용해요.

① 통발 ② 갈퀴 ③ 부표 ④ 밧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축산 농가는 여름이 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가축들의 위생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축사 청소도 해야 하고, 사료의 상태도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들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산 농가가 여름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① 축사 청소를 자주 하는 것 ② 가축의 위생을 점검하는 것

③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 하는 것 ④ 먹이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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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၀ါက်မွန္ကုိ ေရြးေပးပါ။

1. ①	부표예요.	 ②	어선이에요.

③	수경이에요.		 ④	바늘대예요.

2. ①	사료를	주도록	하세요.		 ②	먹이를	버리도록	하세요.

③	돼지를	기르도록	하세요.		 ④	분뇨를	치우도록	하세요.

축산	농가는	여름이	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가축들의	위생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축사	청

소도	해야	하고,	사료의	상태도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들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မြးျမဴေရးသမားသည္ ေႏြရာသီ ေရာက္ရင္ ဂရုစိုက္ရမည့္ အလုပ္ေတြ မ်ားလာပါသည္။ အိမ္ေမြးတိရိစာၦန္ 
ေတြအတြက္ ေန႕ေန႕ညည ေမြးျမဴေရးျခံကို သန္႕ရွင္းေရးလုပ္ရၿပီး တိရိစာၦန္အစာ အေျခအေနကုိလည္း မၾကာခဏ 
စစ္ေဆးေပးရပါမည္။ ျပီးေတာ့ တိရိစာၦန္ေတြ ပူျပင္းတဲ့ ေႏြရာသီမွာလည္း က်န္းမာေစေအာင္ ေမြးျမဴေရးျခံကုိ 
ေအးျမေအာင္ လုပ္ထားဖို႔ အေရးၾကီးပါသည္။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မးခြန္းကို ေျဖပါ။

축산	농가가	여름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မြးျမဴေရးသမားက ေႏြရာသီမွာ လုပ္တဲ့ အလုပ္ထဲက မဟုတ္တာကုိ ေရြးေပးပါ။

①	축사	청소를	자주	하는	것		 ②	가축의	위생을	점검하는	것

③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		 ④	먹이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것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ရမွာပါ။ ၀ါက်ကို ဖတ္ျပီး အေျဖမွန္ကို 
ေရြးေပးပါ။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ဖည့္ေပးပါ။

3.
	

이	동네에는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아요.	
ဒီ ရပ္ကြက္မွာ ႏြားေမြးတဲ့ စားႏြား ျခံေတြ မ်ားတယ္။

					①	양돈		 ②	양우		 ③	양계		 ④	양망

4.
	 																							은/는	조개를	캘	때	사용해요.	ျခစ္တံကုိ ကမာေကာင္ တူးတဲ့အခါ သုံးတယ္။

					①	통발		 ②	갈퀴		 ③	부표		 ④	밧줄

ေမးခြန္း ၃န႔ဲ ၄က ကြက္လပ္ျဖည့္ ေမးခြန္းေတြပါ။ မွန္ကန္တဲ့ အေျဖကုိ ျဖည့္ေပးပါ။

정답 		1.	①		2.	④		3.	②		4.	②		5.	②

ေမးခြန္း ၅က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ပးရမွာပါ။ သင္ယူခ့ဲတာေတြ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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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23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သံျပတ္ႏွစ္ခု ဆံုၾကတဲ့အခါ အေနာက္က သံျပတ္ကုိ ေပါင္းစပ္ဗ်ည္းအသံထြက္ေပးရပါတယ္။ 

(1)	식당,	속담,	꽃집	

(2)	답장,	옆집,	국수,	꽃가게

(3)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	메일에	답장이	없어요.

정답 		1.	④		2.	①	3.	④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1.

	

															은	과일나무를	심은	밭으로	자주	먹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배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밤나무	등을	가꿉니다.

 သစ္သီးျခံမွာ သစ္သီးပင္ကုိ စိုက္တဲ့ စိုက္ခင္းအျဖစ္ ပံုမွန္ စားသုံးႏိုင္တဲ့ အသီးကုိ ရဖို႔ သစ္ေတာ္သီးပင္၊ ပန္းသီးပင္၊ 
တည္သီးပင္ စသည္တုိ႔ကုိ စိုက္ပ်ိဳးပါသည္။

	 	 ①	공사장		 	 ②	식물원	

	 	 ③	양식장		 	 ④	과수원	

2.

	

저는																에서	일을	합니다.	아침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고기에게	사료를	

주는	일	입니다.
ကၽြန္ေတာ္ ငါးေမြးကန္မွာ အလုပ္လုပ္ပါတယ္။ မနက္မွာ ထိပ္ဆံုး အရင္ လုပ္တဲ့ အလုပ္ကေတာ့ ငါးေတြကို 
အစာေကၽြးတဲ့ အလုပ္ျဖစ္ပါတယ္။ 

	 	 ①	양식장		 	 ②	과수원

	 	 ③	공사장	 	 ④	양계장

3.

	
															은/는	내부의	온도가	따뜻하여	겨울에도	농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မိုးလုံအိမ္မွာ အတြင္းရွိ အပူခ်ိန္က ပူေႏြးေနၿပီးေဆာင္းတြင္းမွာလည္း သီးႏွံေတြ စိုက္လို႔ရတယ္။

	 	 ①	우사		 	 ②	과수원

	 	 ③	돼지우리	 	 ④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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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န္ေနဂ်ာနဲ႔ ခန္းနဲ႔ စကားေျပာေနၾကတာပါ။ အရင္ဆံုး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 
ၾကည့္ရေအာင္။

관리자	 	오늘 출고할 상품은 모두 준비됐지요?
  ဒီေန႔ ထုတ္လုပ္မယ့္ ထုတ္ကုန္ေတြ အကုန္ ျပင္ဆင္ျပီးျပီမလား။

칸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나갈 상품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ဟုတ္ကဲ့။ ဒီဖက္မွာ ရိွတဲ့ ပစၥည္းေတြ ဒီေန႔ ထုတ္လုပ္မယ့္ ဟာေတြပါ။ 

ျပီးေတာ့ ကုန္လက္က်န္ကုိလည္း  ဒီမွာ ေရးမွတ္ထားပါတယ္။

관리자	 	한번 봅시다. 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재고 파악이 
쉽겠네요. 수고했어요.

 ၾကည့္ရေအာင္။ အင္း၊ ေသခ်ာမွတ္ထားလုိ႔ ကုန္လက္က်န္အေျခအေနကုိ 
လြယ္လြယ္နဲ႔ သိႏိုင္တယ္။ တာ၀န္ေက်ပါတယ္။ 

칸	 	아닙니다. 창고 정리는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
아요.

   မဟုတ္ပါဘူး။ ဂိုေဒါင္ ထိန္းသိမ္းကြပ္ကဲဖို႔ ကုန္လက္က်န္ အေျခအေနကို 
သိဖို႔က အေရးၾကီးတာမို႔ပါ။

관리자	 	그래요. 그럼 칸 씨가 창고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재

고도 얼마나 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အမွန္ပဲ။ ဒါဆုိ ခန္းက ဂိုေဒါင္ ထိန္းသိမ္းကြပ္ကဲတာကုိ နည္းနည္း 

ဂရုစိုက္ေပးပါဦး။ ကုန္လက္က်န္ ဘယ္ေလာက္ရိွလဲဆုိတာလည္း   
ေတာက္ေလွ်ာက္ စစ္ေဆးေပးပါ။

47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ကုန္လက္က်န္ အေျခအေနကို သိထားဖို႔ အေရးၾကီးတယ္

1. 관리자는 무엇을 확인하고 있어요?	မန္ေနဂ်ာက ဘာကို စစ္ေဆးေနလဲ။

2. 칸 씨는 무슨 일을 해야 해요?	ခန္းက ဘာလုပ္ရမလဲ။

အေသအ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ပီးရင္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오늘	출고할	상품을	확인하고	있어요.		2.	창고	관리와	재고	확인을	해야	해요.

-고요 လည္း--- တယ္

ေရွ ့မွ ေျပာထားေသာ 
အခ်က္တြင္ အျခား အခ်က္ကုိ 
ထပ္ျဖည့္ေျပာဆုိသည့္ အခ်ိန္ ေရွ 
မွ့ ၀ါက်အဆုံးသတ္စကားလုံးႏွင့္ 
တစ္ထပ္တည္း မတူခ်င္တ့ဲအခါတြင္ 

အသုံးျပဳသည္။

·	가:	이	노트북	어때요?

   ဒီ ကြန္ျပဴတာ ဘယ္လုိလဲ။ 

	 	나:			가벼워서	좋아요.		

기능도	많고요.	

   ေပါ့လုိ ့ေကာင္းတယ္။ 
စြမ္းေဆာင္ခ်က္ေတြလည္း 
အမ်ားၾကီးပါတယ္။

·	가:	기숙사가	어때요?

   အေဆာင္ ဘယ္လုိေနလဲ။

	 	나:			조용해서	좋아요.		

방도	넓고요.	

   တိတ္ဆိတ္လုိ ့ေကာင္းတယ္။ 
အခန္းလည္း  
က်ယ္တယ္။ 

확인하다  စစ္ေဆးသည္။
·	회의	내용을	제대로	정리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အစည္းအေ၀း 
အေၾကာင္းအရာကုိ စနစ္တက် 
လုပ္ထားလား စစ္ေဆးေပးပါ။

·	거래처에	보낼	물건을	잘	
챙겼는지	확인해야	해요.

  ပါတနာဆီ ပို႔မယ့္ 
ပစၥည္းေတြကုိ အေသအခ်ာ 
ယူလာ မလာ စစ္ေဆး 
ရမယ္။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အလုပ္တာ၀န္ ဂိုေဒါင္ စီမံခန္႔ခြဲျခင္း အလုပ္တြင္ အမွားလုပ္မႈကို ေျပာျခင္း
□သဒၵါ  -는 것이 중요하다, -(으)ㄹ 것이다

□ေ၀ါဟာရႏွင့္ အသံုးမ်ား  ဂိုေဒါင္ စီမံခန္႔ခြဲျခင္း ပရိေဘာဂ ထုတ္လုပ္ျခ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တြင္ ခ်ီးက်ဴးစကား ေျပာျခ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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ဂိုေဒါင္ ထိန္းသိမ္းကြပ္ကြဲျခင္းနဲ႔ ပတ္သက္တဲ့ ေ၀ါဟာရေတြ ေလ့လာသင္ယူရေအာင္။

178   한국어 표준교재

1) 창고 관리는 . 

2) 식품을 보관할 때는 . 

3) 밖에 물건을 둘 때는 .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는 것이 중요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는 것이 중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컨테이너

입고하다

덮개를 덮다

냉동 창고

관리하다

재고를 파악하다

온도를 유지하다

덮개를 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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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창고
ကုန္ဂိုေဒါင္

냉동	창고
အေအးခန္း ဂိုေဒါင္

컨테이너
ကြန္တင္နာ

입고하다
ဂိုေဒါင္ထဲ ထည့္သည္

출고하다
ထုတ္သည္

보관하다
သုိေလွာင္သည္

저장하다
သုိေလွာင္သည္၊ သိမ္းဆည္းသည္

덮개를	덮다
အကာ အုပ္သည္

온도를	유지하다
အပူခ်ိန္ ထိန္းထားသည္

재고를	파악하다
ကုန္လက္က်န္ 

အေျခအေန သိသည္

관리하다
စီမံကြပ္ကဲသည္

㉠ 컨테이너 ㉡ 입고하다 ㉢ 덮개를	덮다 ㉣ 냉동	창고 ㉤ 관리하다

① ⑤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င့္ ခ်ိတ္ဆက္ေပးပါ။

정답 		①-㉣		②-㉠		③-㉡		④-㉤		⑤-㉢

အေသအခ်ာ ေလ့လာသင္ယူျပီး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어휘 1  ေ၀ါဟာရ ၁ 창고 관리 ဂိုေဒါင္ ထိန္းသိမ္းကြပ္ကဲျ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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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င့္ တဲြသံုးျပီး အာရုံစူးစိုက္ ေဆာင္ရြက္သင့္ေသာ အခ်က္ကို အေလးထား ေဖာ္ျပရာတြင္ သံုးသည္။

·			가:	식품	창고에서는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စားေသာက္ကုန္ ဂိုေဒါင္တြင္ အပူခ်ိန္ကုိ တသမတ္တည္း ထိန္းထားျခင္းဟာ အေရးၾကီးပါတယ္။
	 	나:			그럼	모든	식품을	같은	온도로	유지합니까?		

ဒါဆို စားေသာက္ကုန္ အကုန္လံုးကို အပူခ်ိန္ အတူတူမွာ ထားတာလား။
·	가:	밖에	있는	물건에	덮개를	덮어	뒀어요.	အျပင္မွ ပစၥည္းကုိ အဖံုး အုပ္ထားေပးခဲ့တယ္။
	 	나:	네,	잘했어요.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အင္း၊ ေတာ္တယ္။ ပစၥည္း မပ်က္စီးေအာင္ ထားတာက အေရးၾကီးတယ္။

‘-는	것이	중요하다’ ကို နားလည္ရင္ ေအာက္ပါ ၀ါက်မ်ားကို ဆက္ေပးပါ။

ပံုကုိ ၾကည့္ျပီး ‘-는	것이	중요하다’ ကုိ သုံး၍ ေအာက္ပါ ၀ါက်မ်ားကုိ ျဖည့္စြက္ေပးပါ။
2. 그림을 보고 ‘-는 것이 중요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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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입고하다

덮개를 덮다

냉동 창고

관리하다

재고를 파악하다

온도를 유지하다

덮개를 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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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	관리는																																																				.

ဂိုေဒါင္ ထိန္းသိမ္းကြပ္ကဲတဲ့အခါ လက္က်န္ အေျခအေနကုိ သိထားဖို႔ အေရးၾကီးတယ္။ 

재고를	파악하다

178   한국어 표준교재

1) 창고 관리는 . 

2) 식품을 보관할 때는 . 

3) 밖에 물건을 둘 때는 .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는 것이 중요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는 것이 중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컨테이너

입고하다

덮개를 덮다

냉동 창고

관리하다

재고를 파악하다

온도를 유지하다

덮개를 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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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을	보관할	때는																																																				.

စားေသာက္ကုန္ကုိ သုိေလွာင္ခ်ိန္တြင္ အပူခ်ိန္ကုိ ထိန္းထားတာက အေရးၾကီးတယ္။

온도를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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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 관리는 . 

2) 식품을 보관할 때는 . 

3) 밖에 물건을 둘 때는 .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는 것이 중요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는 것이 중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컨테이너

입고하다

덮개를 덮다

냉동 창고

관리하다

재고를 파악하다

온도를 유지하다

덮개를 덮다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78 6/11/2014   9:17:20 AM

3)	 밖에	물건을	둘	때는																																																				.

အျပင္မွာ ပစၥည္းကုိ ထားတဲ့ အခ်ိန္ အဖံုး အုပ္ထားေပးဖို႔က အေရးၾကီးတယ္။ 

덮개를	덮다

정답 		1)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덮개를	덮는	것이	중요하다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ကိုရီးယားစကားရဲ႕ ‘-는	것이	중요하다’ ကိုေတာ့ ျမန္မာလုိ အသံုးမွာ ‘တဲ့အရာက’လို႔ တုိက္ရိုက္မွတ္ယူတာထက ္
‘ဖို႔(က)’လုိ႔ မွတ္ယူတာက ပို သဘာဝက်ပါတယ္။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မတူညီတဲ့ ႏုိင္ငံက လာသူအခ်င္းခ်င္း အျပန္အလွန္ နားလည္ဖုိ႔က အေရးၾကီးပါတယ္။
·글로벌	시대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ဂလုိဘယ္ေခတ္မွာ ႏုိင္ငံျခားဘာသာစကားကို သင္ယူတာက အေရးပါတယ္။

문법 1  သဒၵါ ၁ -는 것이 중요하다 G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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ဘာရူနဲ႔ ဂ်ီဟြန္းက အလုပ္လုပ္ေနၾကတယ္။ သူတို႔ ဘာေတြ ေျပာေနၾကလဲဆိုတာ အရင္ဆံုး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ၾကရေအာင္။ 

바 루	 	아! 이런 어떡하지⋯⋯.
  ဟာ။ ဘယ္လုိလုပ္ရမလဲ….

지 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ဘာလုိ႔လဲ။ ဘာျဖစ္လုိ႔လဲ။

바 루	 	실수로 반대쪽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 원목
은 못 쓰게 됐는데 어떡하죠?

  မွားျပီး ဆန္႔က်င္ဘက္မွာ အေပါက္ ေဖာက္မိသြားတယ္။ ဒီ 
သစ္သား သုံးလုိ႔ မရေတာ့ရင္ ဘယ္လုိလုပ္မလဲ။ 

지 훈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거 같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အလုပ္နဲ႔ မရင္းႏွီးေသးလုိ႔ပါ။ စိတ္မေကာင္း အရမ္း မျဖစ္ပါနဲ႔။ 
အဲ့ဒါကုိ တျခားေနရာမွာ သံုးလုိ႔ ရတာပဲ။ ဘာျဖစ္လဲ။  ဘာျဖစ္လဲ။

바 루	 	재단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

  အစကေန ျပန္ျပီး တုိင္းတာျဖတ္ေတာက္ရင္ အခ်ိန္ အမ်ားၾကီး 
ထပ္ကုန္ဦးမွာ....

지 훈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해 봅시다.

  အတူတူ လုပ္ရင္ ခဏေလးနဲ႔ လုပ္ႏိုင္သြားမွာပါ။ လာ.. 
ထပ္လုပ္ၾကရေအာင္။

실수 အမွား

·	술을	마시고	실수로		

사장님께	‘아저씨’라고	

했어요.

  အရက္ေသာက္ျပီး သူေဌးကို 
အာေဂ်ာရွီလုိ ့မွားေခၚမိတယ္။

·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일을	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အရင္ဆုံး ဒီ အလုပ္ကုိ 
စလုပ္ခဲ့တုန္းက အလုပ္ကုိ 
ေကာင္းေကာင္း မသိလို႔ အမွား 
အမ်ားၾကီး လုပ္ခဲ့တယ္။ 

-(으)ㄹ 텐데 မယ္လုိ ့ထင္သည္
ေရွ႕၀ါက်မွ ေျပာသူ၏ 
ခန္႔မွန္းထင္ျမင္ခ်က္ကုိ ေဖာ္ျပေပးျပီး ထုိအေၾကာင္းအရာကုိ ေနာက္၀ါက်၏ ေနာက္ခံအျဖစ္ အသုံးျပဳသည္။ 
·	오늘	오후에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ဒီေန႔ မြန္းလြဲပိုင္းမွာ မုိးရြာမွာ၊ 
ထီးယူသြားပါ။

·	지금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텐데…….

  အခု ထမင္း မစားထားရင္  
ခဏေန ဗိုက္ဆာေနမယ္လုိ ့ 
ထင္တယ္။

정답 		1.	구멍을	잘못	뚫었어요.		2.	재단을	할	거예요.

1. 바루 씨는 무슨 실수를 했어요? ဘာရူက ဘာအမွား လုပ္ခဲ့လဲ။

2. 대화 후 두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စကားေျပာျပီးေနာက္ သူတုိ ့ဘာလုပ္ၾကမလဲ။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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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ပရိေဘာဂ ထုတ္လုပ္ေရးနဲ႔ ပတ္သက္တဲ့ ေဝါဟာရေတြ ေလ့လာသင္ယူၾကရေအာင္။

원목을	재단하다
သစ္သားကုိ 

တုိင္းတာျဖတ္ေတာက္သည္

사포질하다
ေကာ္ပတ္စားသည္

줄자
ေပၾကိဳး

연마하다/샌딩하다
ေရြေဘာ္ထုိးသည္

구멍을	뚫다
အေပါက္ေဖာက္သည္

도색하다
ေဆးသုတ္သည္

수평대
ေရခ်ိန္တုိင္းစက္

홈을	파다
ေဆာက္ထြင္းသည္

도장하다
ေပါလစ္တင္သည္

직각자
ေဆာက္လုပ္ေရးသံုးေပတံ

   47과_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181

연습 2

2. ‘-(으)ㄹ 것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 ㄹ 것이다.’

1) 가:  오늘 도장 작업을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나: 네. . [문제 없다] 

2) 가: 직각자 못 봤어요?

 나: 아마 . [저쪽에 있다] 

3) 가: 오전에 원목 재단 작업이 다 될까요?

 나: 12까지는 . [끝나다] 

4) 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서류를 사무실에 내야 하는 거 맞죠?

 나: 아마 . [그렇다] 

→ → →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홈을 파다            원목을 재단하다            도장하다            연마하다            도색하다

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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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နဲ ့ကုိက္ညီေသာ ၀ါက်ကုိ ဥပမာအတုိင္း ေရြးေပးပါ။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홈을	파다	 	 원목을	재단하다	 	 도장하다	 	 연마하다	 	 도색하다

1) 2) 3) 4) 5)

အေပၚမွ ေ၀ါဟာရမ်ားကို သံုးျ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원목을	재단하다		2)	홈을	파다		3)	연마하다		4)	도장하다		5)	도색하다

어휘 2  စကားေျပာ ၂ 가구 제조 ပရိေဘာဂ ထုတ္လုပ္ေ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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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သူက အနာဂတ္တြင္ ျဖစ္ပ်က္ေတာ့မည့္ သို႔မဟုတ ္ျပဳလုပ္ေတာ့မည့္ ကိစၥကို ေျပာခ်န္တြင္ အသံုးျပဳသည္။ 
ၾကိယာ သို႔မဟုတ ္နာမ၀ိေသသနႏွင့္ တဲြျပီး အသံုးျပဳသည္။ 

자음	(ဗ်ည္း)	→ -을 것이다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ㄹ 것이다

먹다	→	먹을 것이다

읽다	→	읽을 것이다

보다	→	볼 것이다

살다	→	살 것이다

·	가:	도색	작업이	언제	끝날까요? ေဆးသုတ္တာ ဘယ္အခ်ိန္ ျပီးမွာလဲ။
	 	나:	3시까지는	끝날 거예요.	သုံးနာရီဆို ၿပီးမွာပါ။
·	내일부터	날씨가	맑을 것이다.	မနက္ျဖန္ကစျပီး ရာသီဥတု  သာယာမယ္။
·	앞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ရွ႕ေလွ်ာက္ ကိုရီးယားကို အလုပ္ လာလုပ္တဲ့ ႏိုင္ငံျခားသား အေရအတြက္ ပိုမ်ားလာမယ္။

ျပဳသူနဲ႔ ေျပာသူက တစ္ေယာက္တည္း ျဖစ္တဲ့အခါ ေျပာသူရဲ႕ သေဘာထားကို ေဖာ္ျပပါတယ္။ 

·			나는	오늘부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ငါ ဒီေန႔ကစျပီး ကုိရီးယားစာေလ့လာမႈကို ၾကိဳးၾကိဳးစားစား လုပ္ေတာ့မယ္။

‘-(으)ㄹ것이다’ ကုိ အသုံးျပဳျပီး ၀ါက်မ်ားကုိ ဆက္ေပးပါ။
2. ‘-(으)ㄹ 것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오늘	도장	작업을	다	끝낼	수	있을까요?

	 	 ဒီေန႔ ဒီေန႔ ေပၚလစ္တင္တာ အကုန္ ျပီးမလား။ 

	 나:	네,																																																																		.	[문제	없다	ျပႆနာ မရိွသည]္

2)		가:	직각자	못	봤어요?

	 	 ေဆာက္လုပ္ေရးသံုးေပတံ ေတြ႔မိေသးလား။ 

	 나:	아마																																																																.	[저쪽에	있다	ဟုိဘက္မွာ ရိွသည]္

3)		가:	오전에	원목	재단	작업이	다	될까요?

	 	 မနက္ပိုင္း သစ္သား ျဖတ္တဲ့ အလုပ္ အကုန္ျပီးေလာက္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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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게시판 ခ်ီးက်ဴးစာ

바루 씨를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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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ကုိ ဘာရူက ေနရာအတိအ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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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칸 씨
가 미리 원목에 덮개를 덮어 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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ခ်ထားေပးလုိ႔ ခဏေလးနဲ႔ ျပီးသြား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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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게시판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바루 씨를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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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씨를 칭찬합니다!
입고된 상품이 너무 많아서 힘들
었는데 정현 씨가 잘 정리해 줘서 
금방 끝났어요!

민수 씨를 칭찬합니다!
탁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사포질을 해야 했는데 민수 
씨가 탁자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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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사람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သူတုိ ့ေလးေယာက္က ဘာလုိ ့ခ်ီးက်ဴးခံရတာလဲ။ ေအာက္မွ သင့္ေတာ္တဲ့ ပံုနဲ႔ ခ်ိတ္ဆက္ေပးပါ။

가구 공장의 게시판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① 바루 ② 칸 ③ 민수 ④ 정현

㉠ ㉣㉡ ㉢

정답 		①-㉢		②-㉠		③-㉣		④-㉡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220  47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47 ကုန္လက္က်န္ အေျခအေနကို သိထားဖို ႔ အေရးၾကီးတယ္  221

직장에서의 칭찬 노하우 
အလုပ္တြင္ ခ်ီးက်ဴးစကားေျပာျခင္း

직장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남녀	직장인	517명을	대상으로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칭찬

의	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정말	예쁘네요	또는	멋있네요’가	45.7%로	1위,	‘역시	우리	회사는		

◯◯	씨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가	25.1%로	2위,	‘다	◯◯	씨	덕분이죠’가	24.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의

견으로는	‘◯◯님,	정말	존경합니다’,	‘동안이시네요(어려	보이세요)’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이런	칭찬을	많

이	하냐는	질문에는	‘회식	자리에서	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았고,	‘평상시	틈틈이	한다’는	응답이	43.3%

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성공적인	인간	관계를	만들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칭찬

의	말을	틈틈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အလုပ္မွာ ဘယ္လို စကားမ်ိဳး ကို ၾကားရင္ ေပ်ာ္မလဲ။ က်ားမ ၀န္ထမ္း ၅၁၇ေယာက္ကို ေရြးျပီး စိတ္ကို အေပ်ာ္ရႊင္ဆံုး
ျဖစ္ေစတဲ့ ခ်ီးက်ဴးစကားက ဘာလဲလို ့ေမးၾကည့္ခဲ့ပါတယ္။ အဲ့ရလဒ္ကေတာ့ ”ဒီေန ့အရမ္း လွတာပဲ သို႔မဟုတ ္

အရမ္း ခန္ ့တာပဲ”က ၄၅.၇%နဲ ့ ပထမ၊ ”တို႔ ကုမၸဏီက ◯◯ မရိွရင္ မျဖစ္ပါဘူး”က ၂၅.၁% နဲ ့ဒုတိယ၊ ”အကုန္ ◯
◯ ေက်းဇူးေၾကာင့္ပါ”က ၂၄.၂% နဲ ့တတိယအျဖစ္ ထြက္ေပၚလာပါတယ္။ အျခား သေဘာထားေတြကေတာ့ ”◯◯ 
တကယ္ ေလးစားပါတယ္” ”အရြယ္တင္တယ္ေနာ္(အသက္ အဲ့ေလာက္ မထင္ရဘူး)"စသျဖင့္ ရိွပါတယ္။ ထို ့ျပင္ ခုလို 
ခ်ီးက်ဴးစကားေတြ ဘယ္အခ်ိန္္ ေျပာလဲဆိုတဲ့ ေမးခြန္းကိုေတာ့ ”ညစာစားပဲြမွာ ေျပာတယ္” လို ့အမ်ားဆံုး ေျဖတဲ့သူက 
၄၅.၅% ရိွျပီး ”ေန႔စဥ္ အခြင့္ၾကံဳတိုင္း ေျပာပါတယ္” ဆိုတဲ့ အေျဖဟာ ၄၃.၃%နဲ ့ ဒုတိယအမ်ားဆံုးေနရာမွာ  ရိွပါတယ္။ 
ကုမၸဏီမွာ ေအာင္ျမင္တဲ့ လူမႈဆက္ဆံေရးကို လိုခ်င္တဲ့ ၀န္ထမ္းဆိုရင္ အတူတူ အလုပ္လုပ္တဲ့ လုပ္ေဖာ္ကိုင္ဖက္ 
သို႔မဟုတ ္အထက္လူၾကီးကို စိတ္ေပ်ာ္ရႊင္ေအာင္ လုပ္ေပးတဲ့ ခ်ီးက်ဴးစကားကို အခ်ိန္ရတိုင္း ေျပာေပးျခင္းဟာ 
ေကာင္းတဲ့ နည္းလမ္းျဖစ္ပါတယ္။

직장에서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လုပ္ငန္းခြင္တြင္ ၾကားတဲ့အခါ စိတ္ေပ်ာ္ရႊင္ေစတဲ့ စကား

45.7%

기타

အျခား

‘오늘	정말	예쁘네요’

ဒီေန ့အရမ္း လွတာပဲ။

‘우리	회사는	◯◯	씨가	

없으면	안돼요’

ကုမၺဏီမွာ ၀၀၀ မရိွရင္ 
မျဖစ္ဘူး။

‘◯◯님,		존경합니다’

ေလးစားပါတယ္။

25.1%

24.2%

5%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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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၀ါက်ကုိ ေရြးေပးပါ။

① ② ③ ④

[2~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2.		①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②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③	제품만	차에	실으면	돼요.		 ④	상품	출고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3.		①	제가	먼저	할게요.	 ②	민수	씨가	하고	있을	거예요.

	 ③	저는	샌딩	작업을	해	봤어요.		 ④	3시까지는	작업이	끝날	거예요.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ယာက်္ားေလးက ဘာလုပ္ခဲ့လဲ။ 

	 ①	도색을	했습니다.		 ②	사포질했습니다.

	 ③	원목을	운반했습니다.		 ④	원목을	재단했습니다.

5.			남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ယာက်္ားေလးနဲ႔ ပတ္သက္ျပီး ရွင္းျပတဲ့ အထဲမွ အမွန္ကန္ဆုံး တစ္ခုကို ေရြးေပးပါ။

	 ①	실수를	했습니다.		 ②	작업에	익숙합니다.

	 ③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④	앞으로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1.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ဒီဟာ ဘာလဲ။

Track 147

18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 ①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②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③ 제품만 차에 실으면 돼요.  ④ 상품 출고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3. ① 제가 먼저 할게요.  ② 민수 씨가 하고 있을 거예요.

③ 저는 샌딩 작업을 해 봤어요. ④ 3시까지는 작업이 끝날 거예요.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① 도색을 했습니다. ② 사포질했습니다.

③ 원목을 운반했습니다. ④ 원목을 재단했습니다.

5. 남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실수를 했습니다. ② 작업에 익숙합니다.

③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④ 앞으로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Track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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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ခြန္းကို နားေထာင္ျပီး ေမးခြန္း ၂ခုလုံးအတြက္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က ပံုကို ၾကည့္ျ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သခ်ာ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ပါ။

ေမးခြန္း ၂နဲ႔ ၃မွာ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၄နဲ႔ ၅မွာ 
စကားေျပာကုိ အေျဖမွန္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မီ  ၀ါက်ကုိ
ေသခ်ာ ဖ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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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줄자입니다. ေပၾကိဳးပါ။

 ②	남:	직각자입니다. ေဆာက္လုပ္ေရးသံုးေပတံပါ။
	 ③	남:	수평대입니다.	ေရခ်ိန္တုိင္းစက္ပါ။

 ④	남:	도르래입니다.	စက္သီးပါ။
2.	여: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요?	ပစၥည္းေတြ ပုိ႔ဖုိ႔ အဆင္သင့္ ျဖစ္ျပီလား။ 
3.	남:	지금	누가	샌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အခု ဘယ္သူက ေရြေဘာ္ထုိးေနလဲ။
4-5.	

여:	원목	재단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သစ္သား တုိင္းတာျဖတ္ေတာက္ရတာ တကယ္ ေမာသြားျပီ။ ပင္ပန္းတယ္ေနာ္။ 
남:		아닙니다.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려서…….

	 	ဟင့္အင္း။ စီနီယာက အမ်ားၾကီး ကူညီေပးလုိ ့မပင္ပန္းပါဘူး။ ဒါနဲ႔ ျဖတ္ထားတာေတြ အဆင္ေျပရဲ့လား မသိဘူး။ 
ျပီးေတာ့ တျခားသူေတြထက္ အခ်ိန္လည္း အမ်ားၾကီး ပိုယူရလုိ ့...

여:		걱정	마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စိတ္မပူပါနဲ႔။ ခုနေနတုန္းက ၾကည့္တာေတာ့ ေတာ္ေတာ္ေလး အဆင္ေျပပါတယ္။ ျပီးေတာ့ ပထမဦးဆုံးဆုိေတာ့ အခ်ိန္ 
အမ်ားၾကီး ယူရေပမဲ့လည္း က်င့္သားရလာရင္္ ျမန္ျမန္ လုပ္ႏိုင္လာမွာပါ။

남: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ဟုတ္ကဲ့။ သိပါျပီ။ ၾကိဳးၾကိဳးစားစား သင္ယူပါမ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④		5.	④

정답 		1.	②

여:	제가	가구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해요?	ကၽြန္မ ပရိေဘာဂစက္ရုံမွာ ဘာလုပ္ရမလဲ။ 
남:	가구	조립을	하게	될	텐데	일이	좀	많을	거예요.

 ပရိေဘာဂ အလုပ္ဆင္းရမွာမို႔လုိ႔ အလုပ္ နည္းနည္း မ်ားလိမ့္မယ္။ 
여:	일이	몇	시에	끝나요?	အလုပ္က ဘယ္အခ်ိန္ ျပီးလဲ။ 

남:	보통	저녁	7시에	끝나요.	가끔	야간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ပံုမွန္ေတာ့ ညေန ၇နာရီ ျပီးတယ္။ တစ္ခါတစ္ေလ ညဆုိင္းဆင္းရ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သူတုိ႔ ၂ေယာက္ ဘာအေၾကာင္းနဲ႔ ပတ္သက္ျပီး ေျပာေနၾကတာလဲ။  

	 ①	근무	장소	 ②	근무	시간	 ③	저녁	식사	 ④	근로	임금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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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① 홈을 파고 있습니다. ②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③ 사포질을 하고 있습니다. ④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2. 창고에 식료품을 보관할 때는 알맞은 온도를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가공하는 ② 냉방하는 ③ 유지하는 ④ 입고하는

3.  가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원목을  일입니다. 용도에 맞게 

정확한 크기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도색하는 ② 샌딩하는 ③ 조립하는 ④ 재단하는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수 씨,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다면서요? 정말 서운해요. 

그동안 민수 씨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두 민수 씨를 좋아하는 거 

알죠? 항상 일을 빨리 끝내면 저희를 도와줬던 민수 씨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해도 짜증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받아 줘서 고마워요. 민수 씨는 정말 착하고 친절해서 다른 

곳에 가서도 잘 지내실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일하면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른 곳에 

가도 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꼭 연락할게요. 바루 씀

4. 위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민수 씨가 바루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② 바루 씨가 다른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③ 민수 씨가 바루 씨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④ 바루 씨는 민수 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민수 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구멍을 뚫었습니다.   ②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③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④ 동료들을 잘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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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①	홈을	파고	있습니다.		 ②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③	사포질을	하고	있습니다.		 ④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다면서요? 정말 서운해요.

그동안 민수 씨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두 민수 씨를 좋아하는 거 알죠? 항상 일을 빨리 끝내면 저희

를 도와줬던 민수 씨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해도 짜증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받아줘서 고마워요. 민수 씨는 정말 착

하고 친절해서 다른 곳에 가서도 잘 지내실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일하면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른 곳에 가도 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꼭 연락할게요.                                                                           - 바루 씀

ဒီအေတာအတြင္း တျခားအလုပ္ကုိ ေျပာင္းရမယ္ဆုိ။ တကယ္ စိတ္မေကာင္းဘူး။
မင္းဆူရဲ႕ ေက်းဇူးေၾကာင့္ အလုပ္ကုိ ေပ်ာ္ေပ်ာ္ရႊင္ရႊင္ လုပ္ႏိုင္ခဲ့တယ္။ လုပ္ေဖာ္ကုိင္ဖက္ေတြ အကုန္လုံးလည္း မင္းဆူကုိ 
ခင္ၾကတယ္ဆုိတာ သိတယ္မလား။ အလုပ္ ေစာေစာျပီးရင္ အျမဲတမ္း ကၽြန္ေတာ္တုိ႔ကုိုိ ကူညီေပးတဲ့ မင္းဆူကုိ ဘယ္ေတာ့မွ မေမ့ပါဘူး။ 
ျပီးေတာ့ အမွားလုပ္မိလည္း စိတ္မဆိုးပဲ ျပံဳးျပီး အားေပးေပးလုိ ့ေက်းဇူးပါ။ မင္းဆူက တကယ္ကုိ ၾကင္နာတတ္ျပီး သေဘာေကာင္းတဲ့ 
သူမုိ႔လုိ႔ ဘယ္ပဲ ေရာက္ေရာက္ အဆင္ေျပမွာပါ။ တကယ္ ေက်းဇူးတင္ပါတယ္။ အလုပ္လုပ္ခ်ိန္ မင္းဆူေၾကာင့္ အရမ္းကုိ အားျဖစ္ခဲ့တယ္။ 
တျခားေနရာ ေရာက္သြားလည္း အျမဲ က်န္းက်န္းမာမာနဲ ့အဆင္ေျပပါေစ။ ေနာက္လည္း ဆက္သြယ္ပါမယ္။                         - ဘာရူ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 ေျဖေပးပါ။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က ပံုကို ၾကည့္ျ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ပံုနဲ႔ အကိုက္ညီဆံုး အေျဖကိုေရြးေပးပါ။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ဖည့္ေပးပါ။
2.

	
창고에	식료품을	보관할	때는	알맞은	온도를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ဂုိေဒါင္တြင္ စားေသာက္ကုန္ကုိ သုိေလွာင္ခ်ိန္ သင့္ေတာ္ေသာ အပူခ်ိန္ကုိ ထိန္းထားျခင္းဟာ အရမ္း 
အေရးၾကီးပါသည္။

					①	가공하는		 ②	냉방하는		 ③	유지하는		 ④	입고하는

3.

	

가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원목을																										일입니다.	용도에	맞

게	정확한	크기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ပရိေဘာဂ လုပ္တဲ့ အခ်ိန္ အရင္ဆုံး လုပ္ရမယ့္ အလုပ္က သစ္သားကုိ တုိင္းတာတဲ့ အလုပ္ ျဖစ္ပါတယ္။ 
အသုံးျပဳပံုအလုိက္ အံ၀င္ခြင္က် တိက်တဲ့ အရြယ္အစားကုိ တုိင္းတာျခင္းဟာ  အေရးၾကီးပါတယ္။

					①	도색하는		 ②	샌딩하는		 ③	조립하는		 ④	재단하는

ေမးခြန္း ၂နဲ႔ ၃က ကြက္လပ္ျဖည့္ ေမးခြန္းေတြ ျဖစ္ပါတယ္။ ေသခ်ာဖတ္ျပီး အေျဖမွန္ေရြးပါ။

ေမးခြန္း ၄နဲ႔ ၅က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ပးရမွာ ျဖစ္ပါတယ္။ ေလ့လာသင္ယူ 
ထား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ဖ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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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ဖည့္ေပးပါ။ 

1.

	
오늘부터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일을	하게	되었어요.	

ဒီေန႔ကစျပီး ပရိေဘာဂစက္ရုံမွာ ပရိေဘာဂေတြကို တပ္ဆင္တဲ့ အလုပ္ စလုပ္ျဖစ္တယ္။

	 ①	쓰는	 ②	박는	 ③	뿌리는	 ④	조립하는	

2.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앉고	싶었지만														이/가	

없어서	서	있었습니다.	

ဘတ္စ္ကား စီးလာတာ ကားထဲမွာ လူေတြ အမ်ားၾကီးပဲ။ ေျခေထာက္ေညာင္းလို႔ ထိုင္ခ်င္ခဲ့ေပမဲ့ ေနရာ မရွိလုိ႔ 
မတ္တပ္ရပ္ခဲ့ရတယ္။ 

	 ①	신발	 ②	가구	 ③	모자	 ④	자리	

3.

	

제	고향에	배편으로	소포를	보내면	두	달	정도														.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항공

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ကၽြန္ေတာ့္ဇာတိကို သေဘာၤနဲ႔ ပါဆယ္ပို႔ရင္ ႏွစ္လေလာက္ ၾကာပါတယ္။ အရမ္း ၾကာတယ္ထင္လို႔ ေလယာဥ္နဲ႔ 
ပို႔မလို႔ပါ။ 

	 ①	팔립니다	 ②	돌립니다	 ③	걸립니다	 ④	올립니다	

4.	위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အထက္ရိွ စာပိုဒ္ကုိ ဖတ္ျပီး အေျဖမွန္ကုိ ေရြးေပးပါ။

	 ①	민수	씨가	바루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②	바루	씨가	다른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③	민수	씨가	바루	씨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④	바루	씨는	민수	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민수	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မင္းဆူနဲ ့ပတ္သက္ျပီး မွန္ကန္ေသာ အခ်က္ကုိ ေရြးေပးပါ။

	 ①	구멍을	뚫었습니다.		 ②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③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④	동료들을	잘	도와줍니다.

정답 		1.	④			2.	④			3.	③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④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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ဂ်ီဟြန္းက ထူအန္းကို အလုပ္လုပ္ခ်ိန္ ဂရုစိုက္ရမယ့္ အခ်က္ေတြကို ေျပာျပေနပါတယ္။ အရင္ဆံုး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지 훈	 	어! 투안 씨, 괜찮아요?
  အို။ ထူအန္း အဆင္ေျပရဲ ့လား။

투 안	 	네, 모서리 맞추려고 한 건데. 큰일 날 뻔했네요.
  ဟုတ္ကဲ့၊ အစြန္ဖ်ားကုိ ညိွမလုိ ့လုပ္ေနတာ၊ ဒုကၡေရာက္ေတာ့မလုိ႔။

지 훈	 	저도 프레스 작업 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프레스 기
계가 워낙 무거우니까 조금만 방심을 해도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작업할 때 집중하고 특히 손 조심하고요.

  ကၽြန္ေတာ္လည္း ဖိညွပ္တဲ့အလုပ္ ဒဏ္ရာ ရဖူးတယ္။  
ဖိစက္က အရမ္းကုိ ေလးတာေၾကာင့္ နည္းနည္းေလး သတိလြတ္တာနဲ႔ 
ထိခိုက္မႈ ျဖစ္ေတာ့တာပဲ။ အလုပ္လုပ္ခ်ိန္  
အာရုံစုစည္းျပီး လက္ကုိ အထူးသျဖင့္ ဂရုစိုက္ပါ။

투 안	 	계속 조심했는데 잠깐 딴생각을 하는 바람에…….
  ေတာက္ေလွ်ာက္ ဂရုစိုက္ေနရင္းနဲ ့ခဏေလး တျခားအေၾကာင္း ေတြးမိ 

သြားတာေၾကာင့္........

지 훈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요.
  ေတာ္ေတာ္ေလး လန္႔သြားပံုပဲ။ ခဏ နားလိုက္ပါဦး။

-는 바람에 တာေၾကာင့္
ေရွ ့မွ အျပဳအမူသည္ ေနာက္တြင္ 
ျဖစ္ေသာ အျဖစ္အပ်က္၏ 
အေၾကာင္းရင္း သုိ႔မဟုတ္ 
အေၾကာင္းျပခ်က္က ျဖစ္ေသာ အခါ 
သုံးသည့္ အသုံးအႏႈန္း
·	길이	너무	막히는	바람에	
늦었어요.

  လမ္း အရမ္း ပိတ္ေနတာေၾကာင့္ 
ေနာက္က်သြားတယ္။ 

·		비가	오는	바람에	야유회가	
취소되었어요.	

  မိုးရြာေနတာေၾကာင့္ ေပ်ာ္ပြဲစား 
အစီအစဥ္ ဖ်က္လုိက္ရ 
တယ္။ 

워낙 အစကတည္းက 

·	이	기계는	워낙	오래돼

서	바꿔야	해요.

  ဒီ ဆုိင္က အစကတည္းက 

ေဟာင္းေနလုိ႔ 
ေျပာင္းသင့္တယ္။ 

48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မထိခိုက္မိေအာင္ ဂရုစိုက္ပါ။

1.   투안 씨는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다쳤어요?  
ထူအန္းက ဖိအားသိပ္စက္နဲ႔ အလုပ္လုပ္ေနရင္း ဒဏ္ရာရသြားတာလား။

2.   프레스 작업을 할 때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해요? 
ဖိစက္နဲ႔ အလုပ္လုပ္ခ်ိန္ ဘာကုိ အဓိက သတိထားရမလဲ။ 

အေသအ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ဒါဆို ေအာက္က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아니요,	다칠	뻔했어요.		2.	손을	조심해야	해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စက္ပစၥည္းမ်ား ကိုင္တြယ္ခ်ိန္ သတိျပဳရမည့္ အခ်က္မ်ား ေျပာျပျခင္း၊ 
အႏၱရာယ္မ်ားေသာ  အေျခအေနတြင္ ေျဖရွင္းျခင္း

□သဒၵါ  -(으)ㄴ 적이 있다/없다, -지 않도록 조심하다

□  ေ၀ါဟာရႏွင့္ အသံုးမ်ား   
စက္ပစၥည္းမ်ား ကိုင္တြယ္ျခင္း၊ အလုပ္ႏွင့္ သက္ဆိုင္ေသာ ထိခိုက္ဒဏ္ရာ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ခြင္ မေတာ္တဆမႈ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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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ဘယ္လို စက္ပစၥည္းေတြ ရိွသလဲ သိလား။ ဒီစက္ပစၥည္းေတြကို အသံုးျပဳပံု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 ေလ့လာၾကရေအာင္။

프레스	기계
ဖိစက္

구부리다
ေကြးသည္

찍어	내다
တံဆိပ္ႏွိပ္သည္

선반	기계
တြင္ခံု

갈다
ေသြးသည္

도려내다
ထြင္းထုတ္သည္၊ ေဖာက္ထုတ္သည္

파내다
ကေလာ္ထုတ္သည္

밀링	기계
ၾကိတ္စက္

깎다
လီွးျဖတ္သည္

용접하다	
၀ရိန္ေဆာ္သည္

절단하다
ျဖတ္ေတာက္သည္

조립하다
တပ္ဆင္သည္

1. 기계에 맞는 작업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စက္နဲ ့သင့္ေတာ္ေသာ အလုပ္ကုိ ေရြးခ်ယ္ျပီး ထည့္ပါ။

프레스 선반 밀링 기타

	 갈다	 구부리다	 깎다	 조립하다

	 절단하다	 도려내다	 파내다	 찍어	내다

အေပၚမွ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프레스:	구부리다,	찍어	내다			선반:	갈다,	도려내다,	파내다		밀링:	깎다,	절단하다		기타:	조립하다

어휘 1  ေ၀ါဟာရ ၁ 기계 작업 စက္ပစၥည္း ကိုင္တြယ္ျ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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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ㄴ 적이 있다’ နဲ႔ ‘-았/었-’

‘-(으)ㄴ 적이 있다’ ႏွင့္ ‘-았/었-’ ႏွစ္မ်ိဳးလံုးသည္ အတိတ္မွ ကိစၥကုိ ေဖာ္ျပေသာ္လည္း ‘-(으)ㄴ 적이 있다’ ကို  
ထူးျခားေသာ အေတြ႔အၾကံဳ သို႔မဟုတ ္အတိတ္တြင္ ျဖစ္ခဲ့ေသာ္လည္း လက္ရွိကာလတြင္ မျဖစ္ေတာ့သည့္ 
အေျခအ ေနတြင္ သံုးသည္။ ‘-았/었-’ ကို အတိတ္တြင္ ျဖစ္ခဲ့ေသာ ကိစၥ၊ ျပီးဆံုးသြားေသာ ကိစၥကို ေဖာ္ျပရာတြင္ 
သံုးသည္။ 
·  밥을 먹은 적이 있다.(X) 밥을 먹었다.(O)

·  혼자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있다.(O)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ၾကိယာႏွင့္ တြဲသံုးျပီး၊ ျပဳလုပ္ဖူးေသာ အရာ သို႔မဟုတ္ မျပဳလုပ္ဖူးေသာ အရာကို ေဖာ္ျပရာတြင္ သံုးသည္။

자음 (ဗ်ည္း) → -은 적이 있다/없다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ㄴ 적이 있다/없다

입다 → 입은 적이 있다/없다 
보다 → 본 적이 있다/없다 

살다 → 산 적이 있다/없다 

· 가: 리한 씨, 이 선반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ရီဟန္ ဒီ တြင္ခံုကို သံုးတတ္လား။
  나: 네, 전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ဟုတ္ကဲ့၊ အရင္က သံုးဖူးပါတယ္။

· 가: 투안 씨는 이 작업복 처음 입어 보지요? ထူအန္း၊ ဒီ အကာအကြယ္၀တ္စံုကို အခုမွ စ၀တ္ဖူးတာမလား။
  나: 아니요, 전에 입은 적이 있어요. မဟုတ္ပါဘူး။ အရင္က ၀တ္ဖူးပါတယ္။

· 가: 바루 씨,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ဘာရူ၊ ဂ်ယ္ဂ်ဴကၽြန္း ေရာက္ဖူးလား။
  나: 아니요, 가 본 적이 없어요. ဟင့္အင္း၊ မေရာက္ဖူးပါဘူး။

18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가: 용접을 해 봤어요?

 나: 네, . 

3) 가: 물건을 포장할 수 있어요?

 나: 네, . 

1) 가: 철근을 조립할 수 있어요?

 나: 아니요, . 

1.   기계에 맞는 작업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atch each machine to the corresponding type of work from the box.

프레스 선반 밀링 기타

2. 그림을 보고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ㄴ 적이 있다/없다.’

×

갈다 구부리다   깎다  조립하다

절단하다  도려내다  파내다  찍어 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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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ㄴ 적이 있다/없다’ ကုိ အသုံးျပဳျပီး ၀ါက်ဆက္ပါ။ 
2. 그림을 보고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3)

가: 철근을 조립할 수 있어요? သံေခ်ာင္းကုိ တပ္ဆင္တတ္လား။ 

나: 아니요,                                          . ဟင့္အင္း၊ မတပ္ဆင္ဖူးပါဘူး။ 

가: 용접을 해 봤어요? ၀ရိန္ေဆာ္ဖူးလား။

나: 네,                                          . ဟုတ္ကဲ့၊ ၀ရိန္ေဆာ္ဖူးပါတယ္။

가: 물건을 포장할 수 있어요? ပစၥည္း ပါဆယ္ထုပ္ဖူးလား။

나: 네,                                          . ဟုတ္ကဲ့၊ ပါဆယ္ထုပ္ဖူးပါတယ္။ 

‘-(으)ㄴ 적이 있다/없다’ ကို နားလည္ရင္ ေအာက္မွ ပံုမ်ားကို ျဖည့္ၾကည့္ပါ။

정답   1) 조립한 적이 없어요  2) 용접한 적이 있어요  3) 포장한 적이 있어요

문법 1  သဒၵါ ၁ -(으)ㄴ 적이 있다/없다 G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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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ဟန္က အလုပ္လုပ္ေနခ်ိန္ ဒဏ္ရာရသြားပါတယ္။ ထူအန္းနဲ႔ မီေယာင္းတို႔  
ရီဟန္အေၾကာင္းေျ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리 한	 	앗, 뜨거워!

  အာ၊ ပူလုိက္တာ။

투 안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리한 

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주세요.

  အို၊ လက္ကုိ မီးစေတြ စင္သြားတာပဲ။ ဘယ္လိုလုပ္မလဲ။ 
ရီဟန္  မလႈပ္မရွားပဲ  အဲ့တုိင္း  ေနေန။  မီေယာင္း ေရခ ဲ
ျမန္ျမန္ သြားယူေပးပါ။

미 영	 	여기 얼음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투안 씨, 빨리 가

서 공장장님께 말씀 드리세요.

  ဒီမွာ ေရခဲပါ။ အရင္ဦးဆုံး ဒါနဲ ့ေအးေအာင္ လုပ္ျပီး ေဆးရံု 
အရင္ သြားရမယ္။ ထူအန္း စက္ရုံတာ၀န္ခံဆီ 
ျမန္ျမန္သြားေျပာပါ။

투 안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ဟုတ္ကဲ့ပါ။ ျပီးေတာ့ ဒီ၀ရိန္စက္က ပူေနေသးလုိ႔ 
မီေယာင္းလည္း  မထိခိုက္ေအာင္ ဂရုစိုက္ပါ။

가만히	ျငိမ္ျငိမ္ေလး

ျငိမ္ျငိမ္ေလး သုိ႔မဟုတ ္

စကားမေျပာဘဲဲ

·	휴가	때	다리를	다쳐서	

가만시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ပိတ္ရက္မွာ 
ေျခေထာက္ဒဏ္ရာရသြားလို႔ 

ျငိမ္ျငိမ္ေလး ကုတင္မွာ 

လွဲခ်ည္း ေနခဲ့ရတယ္။

부터 အရင္
ကိစၥ၏ အစ သုိ႔မဟုတ္ 
အရင္ဦးဆံုးကုိ ေဖာ္ျပသည္။
·	우리	밥부터	먹고	일을	
시작할까요?

  ကၽြန္ေတာ္တို႔ ထမင္းအရင္ စားျပီး အလုပ္စၾကမလား။
·	청소부터	하고	빨래를	하
는	게	좋겠어요.

  သန္႔ရွင္းေရး အရင္ လုပ္ျပီးမွ 
အ၀တ္ေလွ်ာ္ရင္  
ေကာင္းမယ္။

1. 투안 씨는 어떻게 하다가 팔을 다쳤어요? ထူအန္းက ဘယ္လုိျဖစ္ျပီး လက္ ထိခိုက္သြားတာလဲ။

2. 미영 씨는 투안 씨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어요? မီေယာင္းက ထူအန္းကုိ ဘာယူလာေပး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정답 		1.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2.	얼음을	가져다주었어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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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လုပ္မွာ ထိခိုက္ဒဏ္ရာ ရဖူးပါသလား။ အလုပ္ခြင္ ထိခိုက္ဒဏ္ရာရမႈမ်ားနဲ႔
သက္ဆိုင္တ့ဲ ေ၀ါဟာရေတြ ေလ့လာၾကည့္ရေအာင္။

   48과_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91

연습 2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지 않도록 조심하다’를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Create conversations using ‘-지 않도록 조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손가락이 데다

찰과상을 입다

못에 찔리다

손가락이 베이다

손가락이 잘리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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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⑤     ㉤

손가락이 데다

찰과상을 입다

못에 찔리다

손가락이 베이다

손가락이 잘리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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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잘리다
လက္ေခ်ာင္း ျပတ္သည္

손가락이	끼이다
လက္ေခ်ာင္း ညပ္သည္

손가락이	베이다
လက္ေခ်ာင္း ရွမိသည္

손가락이	데다
လက္ေခ်ာင္း 

မီးပူေလာင္သည္
 

발이	깔리다
ေျခေထာက္ ဖိမိသည္

못에	찔리다
သံစူးသည္

유리에	박히다
မွန္ကဲြ စိုက္သည္

화상을	입다
မီးေလာင္ဒဏ္ရာ ရသည္

찰과상을	입다
ျခစ္မိသည္

가스에	중독되다
ဓာတ္ေငြ႔အဆိပ္သင့္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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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손가락이	데다 ㉡ 찰과상을	입다 ㉢ 못에	찔리다 ㉣ 손가락이	베이다 ㉤ 손가락이	잘리다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နဲ႔ ခ်ိတ္ဆက္ေပးပါ။ 

အေပၚမွ ေလ့လာထားတဲ့ စကားလံုးေတြကို စဥ္းစားျ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①-㉤		②-㉢		③-㉡		④-㉠		⑤-㉣

어휘 2  စကားေျပာ ၂ 재해 အလုပ္ခြင္ ထိခိုက္ဒဏ္ရာရမႈ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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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နဲ႔ တြဲျပီး ေရွ႕က အျပဳအမူ သို႔မဟုတ္ အေျခအေနကို မျဖစ္ပြားေအာင္ သတိထားတဲ့အခါ သံုးပါတယ္။

·	가: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ကဲ ဒါဆို အလုပ္စလုပ္ၾကမလား။
	 	나: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ပူတာေၾကာင့္ အပူမေလာင္ေအာင္ သတိထားပါ။

·	가:	어,	여기	유리	조각	있네.	အို ဒီမွာ မွန္ကဲြစပါလား။
	 	나:	밟지 않도록 조심해.	얼른	치워야겠다.	မနင္းမိေအာင္ သတိထားပါ။ အျမန္ သိမ္းမွ ရမယ္။

“နားေထာင္တဲ့ သူကို တစ္စံုတစ္ခုကို ဆက္ဆက္ လုပ္ေစခ်င္လုိ႔ အၾကံေပးတဲ့အခါ ‘-도록	하다’ ကို သံုးပါတယ္။
က်န္းမာေရးအတြက္ ေန႔တုိင္း အားကစား လုပ္ပါ။”

·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도록	하세요.	က်န္းမာေရးအတြက္ ေန႔တုိင္း အားကစား လုပ္ပါ။

‘-지	않도록	조심하다’ ကို နားလည္ျပီဆိုရင္ သက္ဆိုင္တ့ဲ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지	않도록	조심하다’ ကုိ သုံးျပီး ၀ါက် ဖြဲ႔ဆိုၾကည့္ပါ။ 

.

2. 그림을 보고 ‘-지 않도록 조심하다’를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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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답 		

1)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

록	조심하세요

2)			유리가	박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			가스에	중독되지	않도

록	조심하세요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지	않도록’ ကေတာ့ ျမန္မာစကားမွာ မရွိတဲ့ အျငင္းပံုစံ(ၾကိယာ+အျငင္း)ျဖစ္ပါတယ္။ ျမန္မာစကားမွာေတာ့ 
အျငင္းစကားျပီးမွ ၾကိယာလာရတာပါ။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မွန္ မကြဲေအာင္ ဂရုစိုက္ပါ။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ပိုက္ဆံအိတ္ မေပ်ာက္ေအာင္ ဂရုစိုက္ပါ။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လမ္းမေပ်ာက္ေအာင္ သတိထားပါ။

문법 2  သဒၵါ ၂ -지 않도록 조심하다 G48-2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죽을 뻔했어요. ေသမတတ္ပဲ။ 

가:	이	많은	짐을	혼자	다	옮겼어요?	ဒီေလာက္မ်ားတဲ့ ပစၥည္းေတြ တေယာက္ထဲ ေရႊ ့ထားတာလား။
나:	네,	죽을 뻔했어요.	ဟုတ္တယ္၊ ေသမတ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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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9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작업을 할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보기>처럼 주의할 것을 알려주세요.
What types of caution should be exercised at work? Give caution concerning possible work-related injuries as follows.

1) 

2) 

3) 

4) 

보기

프레스 기계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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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작업을 할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보기>처럼 주의할 것을 알려주세요.
အလုပ္လုပ္စဥ္ ဘာကုိ ဂရုစိုက္ရမလဲ။ ဥပမာအတုိင္း သတိထားရမယ့္ အရာမ်ားကုိ ေျပာျပပါ။

정답 			1)	망치로	못을	박을	때는	못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	밴딩기로	포장할	때는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	용접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	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찰과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ဥပမာ>
프레스	기계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ဖိစက္ကုိ အသုံးျပဳခ်ိန္ လက္ေခ်ာင္း   

မျဖတ္မိေအာင္ ဂရုစိုက္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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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사고
လုပ္ငန္းခြင္  မေတာ္တဆမႈမ်ား

작업장 사고 အလုပ္ခြင္ မေတာ္တဆမႈမ်ား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것 အေရးေပၚ အေျခအေန လိုအပ္ေသာ ပစၥည္းမ်ား

소화기 사용 방법 မီးသတ္ဘူး အသံုးျပဳပံု

붕괴	사고
ျပိဳက်ျခင္း

소화기
မီးသတ္ဗူး

비상벨
အေရးေပၚေခါင္းေလာင္း

비상구
အေရးေပၚ ထြက္ေပါက္
 

감전	사고
ဓာတ္လိုက္ျခင္း

추락	사고
ျပဳတ္က်ျခင္း

누전	사고
လွ်ပ္ျဖတ္စီးျခင္း

낙하	사고
ပစၥည္း ျပဳတ္က်၍ 

ထိခိုက္မိျခင္း

폭발	사고
ေပါက္ကဲြျခင္း

화재	사고
မီးေလာင္ျခင္း

가스	누출	사고
ဓာတ္ေငြ႔ယိုစိမ့္ျခင္း

①

②

③

안전핀을	뽑고

ပင္တံကုိ ဆဲြထုတ္ျပီး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불에	접근

ေလတုိက္ေနတဲ့ ဘက္မွ 
မီးအနီးအနားသုိ႔ သြားျပီး

위에서	아래로	소화

အေပၚမွ  ေအာက္သုိ ့မီးျငိမ္းပါ။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

မီး လက္က်န္ ရိွ မရိွ စစ္ေဆးပါ။

앞쪽의	불부터	소화

ေရွ႕ဘက္ရွ ိမီးကေန စျပီး မီးျငိမ္းပါ။

충분히	많은	소화기를	한번에	사용

လုံေလာက္ေအာင္ မီးသတ္ဗူး 
အမ်ားအျပားကုိ တစ္ခါတည္း 
အသုံးျပဳပါ။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충전함

အသုံးျပဳျပီးေသာ မီးသတ္ဗူးမ်ားကုိ 
ျပန္အားျဖည့္ပါ။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고

ပိုက္ကုိ မီးေလာင္ေနေသာ 
ဘက္သုိ႔ ထားျပီး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쥔다

လက္ကုိင္ခလုတ္ကုိ 
အားျပင္းျပင္းျဖင့္ ညွစ္ပါ။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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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စာပိုဒ္ကုိ ေသခ်ာနားေထာင္ျပီး ေအာက္ပါ ေမးခြန္း ၂ခုကုိ ေျဖဆုိ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슨	작업을	합니까?	ေယာက်္ားေလးက ဘာအလုပ္လုပ္လဲ။ 

	 ①	용접		 ②	선반

	 ③	밀링		 ④	프레스

5.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မေတာ္တဆမႈေတြ ေလ်ာ့က်ေအာင္ ဘယ္လုိလုပ္ရမလဲ။

	 ①	빨리	움직여야	해요.		 ②	자주	사용해	보면	돼요.

	 ③	다른	작업을	함께	해야	해요.		 ④	작동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2~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		①	네,	할	거예요.		 ②	네,	하고	싶어요.

	 ③	네,	할	수	없어요.		 ④	네,	한	적이	있어요.

3.		①	깁스를	하세요.		 ②	찜질을	하세요.

	 ③	밴드를	붙이세요.		 ④	파스를	붙이세요.

Track 150

① ② ③ ④

19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2~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 ① 네, 할 거예요.  ② 네, 하고 싶어요.

③ 네, 할 수 없어요.   ④ 네, 한 적이 있어요.

3. ① 깁스를 하세요.  ② 찜질을 하세요.

③ 밴드를 붙이세요.  ④ 파스를 붙이세요.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슨 작업을 합니까?

① 용접        ② 선반  

③ 밀링  ④ 프레스

5.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① 빨리 움직여야 해요.  ② 자주 사용해 보면 돼요.

③ 다른 작업을 함께 해야 해요. ④ 작동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Track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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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က ပံုအတြက္ သင့္ေတာ္တဲ့ စကားလံုးကို ေရြးခ်ယ္ေပးရမွာပါ။ ေမးခြန္း ၂နဲ႔
၃ကေတာ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ခ်ယ္ေပးရမွာပါ။
ေမးခြန္းမ်ား မေျဖမီ ေမးခြန္းကို ေသခ်ာဖတ္ပါ။

ေမးခြန္း ၄နဲ႔ ၅ကေတာ့ စာပိုဒ္ကို နားေထာင္ျပီး ေမးခြန္း ၂ခုလံုးကို ေျဖေပးရမွာပါ။ စာပိုဒ္ကို 
နားမေထာင္မီ ေမးခြန္းကို ေသခ်ာဖ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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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갈아요.	ေသြးတယ္။	 ②	여:	깎아요. ပံုစံေဖာ္တယ္။

	 ③	여:	절단해요.	ျဖတ္ေတာက္တယ္။	 ④	여:	찍어	내요.	တံဆိပ္ႏွိပ္တယ္။ 

2.	남:	밀링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ၾကိတ္စက္နဲ႔ အလုပ္လုပ္ဖူးလား။

3.	남:	손가락이	베였어요.	လက္ေခ်ာင္း ရွမိသြားတယ္။

4-5.	남: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

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생각을	하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

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ကၽြန္ေတာ္ ဒီေန႔ စက္ရုံမွာ ဖိစက္နဲ႔ အလုပ္လုပ္ေနပါတယ္။ ဖိစက္က အႏၱရာယ္မ်ားေပမဲ့လည္း ကုိယ္တြယ္ရမယ့္ 
နည္းလမ္းကုိ ေသခ်ာ သိျပီး ဂရုတစိုက္နဲ႔ အသုံးျပဳရင္ မေတာ္တဆျဖစ္မႈကုိ ေလ်ာ့ခ်ႏိုင္ပါတယ္။ အလုပ္လုပ္ခ်ိန္ 
တျခားကိစၥ စဥ္းစားတာမ်ိဳး သို႔မဟုတ္ အသုံးျပဳနည္းလမ္းစည္းမ်ဥ္းေတြကုိ စနစ္တက်နဲ႔ မလုိက္နာတာမ်ိဳးဆိုရင္ 
ထိခိုက္ဒဏ္ရာ အမ်ားၾကီး ရႏိုင္တာမလုိ႔ ဂရုစိုက္ရမယ္။ အရင္က ကၽြန္ေတာ္လည္း ဒဏ္ရာရဖူးပါတယ္။ 
တကယ္ကို မ်က္စိတမိွတ္အတြင္းမွာ ျဖစ္သြားတာ။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④		5.	④

정답 		1.	②

여:		아딧	씨,	소화기	사용법	좀	알려	주세요.		

အာဒစ္ မီးသတ္ဘူး အသုံးျပဳနည္းကုိ ေျပာျပပါလား။ 
남:	먼저	소화기	손잡이에	있는	안전핀을	뽑고	불이	난	쪽을	향해	뿌리세요.

  အရင္ဆုံး မီးသတ္ဘူး လက္ကုိင္မွာ ရွိတဲ့ ပင္တံကုိ ျဖဳတ္ျပီး မီးေလာင္တဲ့ ဘက္ကို ဦးတည္ ျဖန္းေပးပါ။ 
여:	그래요?	생각보다	쉽네요.	ဟုတ္လား။ ထင္ထားတာထက္ လြယ္တယ္ေနာ္။ 
남:		그런데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어야	해요.	그리고	불	주위에서부터	뿌리세요.	

   ဒါေပမဲ့ လက္ကုိင္ခလုတ္ကို အားျပင္းျပင္းနဲ ့ညွစ္ေပးရမယ္။ ျပီးေတာ့ မီးေလာင္ေနတဲ့ ပတ္၀န္းက်င္ကေန စျပီး 
ျဖန္းသတ္ေပး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소화기로	불을	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မီးသတ္ဘူးနဲ ့မီးျငိမ္းတဲ့အခါ အရင္ဆုံး လုပ္ရမယ့္ဟာက ဘာလဲ။ 

	 ①	불	주위에서부터	뿌립니다.

	 ②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③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고	불을	끕니다.

	 ④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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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과_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9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선반 기계예요. ② 밀링 기계예요.

 ③ 용접 기계예요. ④ 프레스 기계예요.

2.  ① 못에 찔렸어요. ② 화상을 입었어요. 

 ③ 유리가 박혔어요. ④ 찰과상을 입었어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프레스 기계로 같은 모양을 여러 개  수 있습니다. 

① 깎을 ② 파낼 ③ 구부릴 ④ 찍어 낼

4. 작업을 하다가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① 찰과상을 입는  ② 유리가 박히는

③ 손가락이 잘리는  ④ 가스에 중독되는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공장에는 여러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 덕분에 일하는 것이 더 쉬워졌지만 

위험한 기계도 많아서 손가락이 잘리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도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신경을 쓰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공장에는 위험한 기계도 많이 있다.

② 사고가 나면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

③ 기계를 사용하면 일이 더 어려워진다.

④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연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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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과_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9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선반 기계예요. ② 밀링 기계예요.

 ③ 용접 기계예요. ④ 프레스 기계예요.

2.  ① 못에 찔렸어요. ② 화상을 입었어요. 

 ③ 유리가 박혔어요. ④ 찰과상을 입었어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프레스 기계로 같은 모양을 여러 개  수 있습니다. 

① 깎을 ② 파낼 ③ 구부릴 ④ 찍어 낼

4. 작업을 하다가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① 찰과상을 입는  ② 유리가 박히는

③ 손가락이 잘리는  ④ 가스에 중독되는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공장에는 여러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 덕분에 일하는 것이 더 쉬워졌지만 

위험한 기계도 많아서 손가락이 잘리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도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신경을 쓰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공장에는 위험한 기계도 많이 있다.

② 사고가 나면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

③ 기계를 사용하면 일이 더 어려워진다.

④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연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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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 

1. ①	선반	기계예요.		 ②	밀링	기계예요.

③	용접	기계예요.		 ④	프레스	기계예요.

2. ①	못에	찔렸어요.		 ②	화상을	입었어요.

③	유리가	박혔어요.		 ④	찰과상을	입었어요.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 ့၂က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ၾကာင္းကုိ ေရြးေပးရမွာပါ။ ေလ့လာထားတ့ဲ 
စကားလုံးေတြကုိ ျပန္စဥ္းစားျပီး အေျဖမွန္ကုိ ေရြးေပးပါ။

ေမးခြန္း ၃နဲ႔ ၄က မွန္ကန္တဲ့ စကားလံုးကို ကြက္လပ္မွာ ျဖည့္ေပးရမွာပါ။ ေမးခြန္း ၅က
ေအာက္ပါ စာပိုဒ္ကို ဖတ္ျ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ပးပါ။

3.

	
프레스	기계로	같은	모양을	여러	개																					수	있습니다.
ဖိစက္နဲ႔ ပံုစံတူမ်ားကုိ ပံုစံေဖာ္ႏိုင္ပါတယ္။ 

					①	깎을		 ②	파낼		 ③	구부릴		 ④	찍어	낼

4.

	

작업을	하다가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အလုပ္လုပ္ခ်ိန္တြင္ ဓာတ္ေငြ႔အဆိပ္သင့္မႈကုိ ကာကြယ္ရန္အတြက္ ေလ၀င္ေလထြက္ ေကာင္းေအာင္ မၾကာခဏ 
လုပ္ေပးရမယ္။ 

					①	찰과상을	입는		 ②	유리가	박히는	 ③	손가락이	잘리는		 ④	가스에	중독되는

공장에는	여러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	덕분에	일하는	것이	더	쉬워졌지만	위험한	기계도	

많아서	손가락이	잘리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도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신

경을	쓰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စက္ရုံတြင္ စက္ပစၥည္း အမ်ိဳးမ်ိဳး ရိွပါသည္။ စက္ပစၥည္းေတြ ေက်းဇူးေၾကာင့္ အလုပ္ကုိ လြယ္လြယ္ကူကူနဲ ့ 
လုပ္ႏုိင္ေပမဲ့ အႏၱရာယ္မ်ားတဲ့ စက္ပစၥည္းေတြ မ်ားတာေၾကာင့္ လက္ေခ်ာင္းျဖတ္မိတာ သုိ႔မဟုတ္ မီးပူေလာင္မိတာ 
စတဲ့ မေတာ္တဆမႈေတြျဖစ္တတ္ပါတယ္။ အလုပ္လုပ္ခ်ိန္ အျမဲ အာရုံစိုက္ျပီး မေတာ္တဆ မျဖစ္မိေအာင္ 
သတိထားရပါမယ္။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မးခြန္းမ်ားကုိ ေျဖေပးပါ။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အေပၚမွ စာပိုဒ္နဲ႔ ပတ္သက္ေသာ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ပးပါ။ 

①	공장에는	위험한	기계도	많이	있다.	 ②	사고가	나면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

③	기계를	사용하면	일이	더	어려워진다.	 ④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연습을	해야	한다.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④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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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24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ㄷ,	ㅌ’ နဲ႔ ဆံုးတဲ့ စကားလံုးရဲ႕ အေနာက္မွာ ‘ㅣ[i]’ ရွိမယ္ဆုိရင္ [ㅈ], [ㅊ] အသံ ျဖစ္သြားပါတယ္။

(1)	굳이,	맏이,	미닫이,	해돋이	

(2)	같이,	밭이,	낱낱이,	붙이다

(3)	같이	식사하러	갈까요?	/	여기에	우표를	붙이세요.

(4)	저는	우리	집의	맏이예요.	/	저는	올해	1월에	해돋이를	봤어요.	

정답 		1.	①		2.	③		3.	①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ပါ။ 

1.

	
젖은	손으로	전기	기계나	전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စိုေနတဲ့ လက္နဲ႔ လွ်ပ္စစ္စက္ သို႔မဟုတ ္ၾကိဳးကို မကိုင္ရဘူး။ ဓာတ္လိုက္ မေတာ္တဆမႈ ျဖစ္တတ္တယ္။ 
	 		

				 ①	감전	 ②	붕괴	 ③	추락	 ④	충돌

2.

	

저는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편지나	소포	등을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

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ကြ်န္ေတာ္က EMS ကို ခဏခဏ အသံုးျပဳပါတယ္။ စာ သို႔မဟုတ္ ပစၥည္းစတာေတြကို ျမန္ျပီး လံုျခံဳစိတ္ခ်စြာနဲ႔ 
ႏိုင္ငံရပ္ျခားကို ပို႔ေပးလို႔ ျဖစ္ပါတယ္။ 

	

			 ①	빌려	 ②	바꿔	 ③	배달해	 ④	주문해

3.

	

오늘	한국어능력시험												을/를	받았습니다.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

습니다.

ဒီေန ့TOPIK စာေမးပြဲ အမွတ္စာရင္း ရတယ္။ ရမွတ္က ထင္ထားတာထက္ ေကာင္းလုိ႔ ေပ်ာ္တယ္။
	

			 ①	성적표	 ②	수험표	 ③	등록증	 ④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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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မွာ မန္ေနဂ်ာနဲ႔ အာဒစ္တို႔ စကားေျပာေနၾကတာပါ။ မန္ေနဂ်ာက အာဒစ္လိုအပ္တဲ့  
အကာအကြယ္ပစၥည္းမ်ားကို ၀တ္ဆင္ထားျခင္း ရိွ မရိွ စစ္ေဆးေနတာ ျဖစ္တယ္။ အရင္ဆံုး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관리자	 	아딧 씨,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
  အာဒစ္ လုိအပ္တ့ဲ အကာအကြယ္ပစၥည္းေတြ အကုန္  

၀တ္ဆင္ျပီးျပီမလား။

아   딧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ဟုတ္က့ဲ၊ လုံျခံဳေရးဦးထုပ္လည္း ေဆာင္းျပီး လက္အိတ္လည္း 

စြပ္ျပီးပါျပီ။

관리자	 	좋아요. 그런데 안전모 끈은 조금 더 조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안전대도 꼭 착용하세요.

  ေကာင္းျပီ။ ဒါနဲ႔ ဦးထုပ္ၾကိဳးကုိ နည္းနည္း တင္းလုိက္ရင္ 
ေကာင္းမယ္။ ျပီးေတာ့ ဒီေန႔ အျမင့္မွာ လုပ္ရလုိ႔ အသက္ကယ္ၾကိဳးကုိ 
အေသအခ်ာ ပတ္ထားပါ။ 

아   딧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ကာင္းပါျပီ။

관리자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안전화를 
안 신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အာ္ ဒါနဲ ့လုံျခံဳေရးဖိနပ္ကုိ ဘာလုိ ့မစီးထားတာလဲ။ 
အကာအကြယ္ဖိနပ္ မစီးထားရင္  ေျခေထာက္ ဒဏ္ရာရႏုိင္တယ္။

아   딧	 	어! 깜빡했네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အာ.. ေမ့ေနတာ။ အခုခ်က္ခ်င္း ေျပာင္းစီးလုိက္ပါ့မယ္။ 

갈아 신다 ေျပာင္းစီးသည္
တျခား ဖိနပ္နဲ႔ လဲစီးတယ္ဆိုတဲ့ အဓိပၸါယ္ျဖစ္ပါတယ္။ အက်ႌဆိုရင္ ‘갈아입다'’လမ္းခရီးဆုိရင္ ‘갈아타
다’ လို႔ သုံးပါတယ္။
·	산책할	때는	편한	신발로	
갈아	신으세요.

  လမ္းေလွ်ာက္တဲ့ အခါ 
သက္ေတာင့္သက္သာ ရွိတဲ့ 
ဖိနပ္ကုိ ေျပာင္းစီးပါ။ 

깜빡하다 ေမ့သည္
သတိမရျခင္း သုိ႔မဟုတ္ 
သတိမျပဳမိျခင္း

·	보호구를	챙기는	것을		

깜빡했어요.

  အကာအကြယ္ပစၥည္းကုိ 
ယူလာဖို ့ေမ့သြားတယ္။

49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အကာအကြယ္ဖိနပ္ကို မစီးရင္ ဒဏ္ရာရတတ္တယ္။

1. 아딧은 무슨 보호구를 착용해야 해요? အာဒစ္က ဘာအကာအကြယ္ပစၥည္းေတြ ၀တ္ဆင္ရမလဲ။

2. 아딧은 왜 안전화를 안 신었어요? အာဒစ္က ဘာလုိ႔ လုံျခံဳေရးဖိနပ္ကုိ မစီးထားတာလဲ။

အေသအ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대를	착용해야	해요.		2.	안전화를	신는	것을	깜빡했어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အလုပ္ခြင္ရွိ မေတာ္တဆျဖစ္မႈမ်ား အေၾကာင္း၊ မေတာ္တဆျဖစ္မႈကို သတိေပးျခင္း
□သဒၵါ  -(으)ㄹ 수 있다, -기 때문에

□  ေ၀ါဟာရႏွင့္ အသံုးမ်ား   
အကာအကြယ္ပစၥည္းမ်ားႏွင့္ စက္ကိရိယာ လုပ္ငန္းခြင္ မေတာ္တဆမႈ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ခႏၶာကုိယ္အစိတ္အပုိင္းႏွင့္ အကာအကြယ္ ပစၥည္း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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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အကြယ္အသံုးအေဆာင္ပစၥည္းေတြ ဘာေတြ ရိွလဲ။ အကာအကြယ္အသံုးအေဆာင္ပစၥည္း
မ်ားနဲ႔ ပတ္သက္ျပီး ေလ့လာၾကည့္ရေအာင္။

착용하다
၀တ္ဆင္သည္

보호복
အကာအကြယ္  ၀တ္စံု

안전모
လုံျခံဳေရးဦးထုပ္

용접면
၀ရိန္ကာ မ်က္ႏွာဖံုး

보안면
အကာအကြြယ္ 

မ်က္ႏွာဖံုး

보안경
အကာအကြယ္ မ်က္မွန္

마스크
ဓာတ္ေငြ႔ကာမ်က္ႏွာဖံုး

귀덮개
နားအုပ္

귀마개
နားဆုိ ့၊နားက်ပ္

안전대
အသက္ကယ္ၾကိဳး၊ ခါးပတ္

목장갑
ခ်ည္လက္အိတ္

안전화
လုံျခံဳေရး ဘြတ္ဖိနပ္

안전장갑
အကာအကြယ္ 

လက္အိတ္

안전장화
လုံျခံဳေရးလည္ရွည္ဖိနပ္

19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가: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나: 네. 귀마개를 안 하면 . 

2) 가: 안전장갑을 꼭 껴야 돼요? 

 나: 네. 안전장갑을 안 끼면 .  

3) 가: 안전화를 꼭 신어야 돼요? 

 나: 네. 안전화를 안 신으면 .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사진을 보고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귀마개

보호복

마스크

안전장화

목장갑

귀를 다치다

손을 다치다

발을 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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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사진을 보고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귀마개

보호복

마스크

안전장화

목장갑

귀를 다치다

손을 다치다

발을 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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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가: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나: 네. 귀마개를 안 하면 . 

2) 가: 안전장갑을 꼭 껴야 돼요? 

 나: 네. 안전장갑을 안 끼면 .  

3) 가: 안전화를 꼭 신어야 돼요? 

 나: 네. 안전화를 안 신으면 .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사진을 보고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귀마개

보호복

마스크

안전장화

목장갑

귀를 다치다

손을 다치다

발을 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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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가: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나: 네. 귀마개를 안 하면 . 

2) 가: 안전장갑을 꼭 껴야 돼요? 

 나: 네. 안전장갑을 안 끼면 .  

3) 가: 안전화를 꼭 신어야 돼요? 

 나: 네. 안전화를 안 신으면 .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사진을 보고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귀마개

보호복

마스크

안전장화

목장갑

귀를 다치다

손을 다치다

발을 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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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마개 ㉡ 보호복 ㉢ 마스크 ㉣ 안전장화 ㉤ 목장갑

① ⑤② ③ ④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ကုိ ခ်ိတ္ဆက္ေပးပါ။

အထက္ရိွ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①-㉡		②-㉠		③-㉢		④-㉤		⑤-㉣

어휘 1  ေ၀ါဟာရ ၁ 보호구 အကာအကြယ္အသံုးအေဆာင္ပစၥည္း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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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နဲ႔ တြဲျပီး တစ္စုံတစ္ခု ျဖစ္ႏိုင္ေခ်ကုိ ေဖာ္ျပပါတယ္။ တစ္ဖက္မွာေတာ့ အရည္အေသြးကုိ ေျပာတ့ဲအခါမွာလည္း 
သံုးပါတယ္။

자음	(ဗ်ည္း)	→	-을 수 있다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ㄹ 수 있다

늦다	→	늦을 수 있다

입다	→	입을 수 있다

다치다	→	다칠 수 있다

만들다	→	만들 수 있다    

·	가:	택시를	타고	갈까요?	တကၠစီ စီးသြားမလား။
	 	나:		지금	차가	막히는	시간이라서	택시를	타면	더	늦을 수 있어요.		 	

	အခု ကားပိတ္တဲ့ အခ်ိန္ဆိုေတာ့ တကၠစီ စီးရင္ ပို ေနာက္က်ႏိုင္တယ္။

·	가:	보안경을	안	쓰면	눈을	다칠 수 있어요. အကာအကြယ္ မ်က္မွန္ကုိ မတပ္ထားရင္ မ်က္လုံးကုိ ထိခုိက္ေစႏုိင္တယ္။
	 	나:	네,	알겠습니다.	꼭	쓸게요.	ဟုတ္ကဲ့။ သိပါျပီ။ တပ္ပါ့မယ္။

·	가:	용접면을	꼭	써야	돼요?	၀ရိန္ကာမ်က္ႏွာဖံုးကို မျဖစ္မေန သံုးရမွာလား။
	 나:	그럼요.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ဒါေပါ။့ မ်က္ႏွာ အပူေလာင္ႏုိင္တယ္။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လုပ္တတ္တာေရာ လုပ္ႏုိင္တာေရာ ေျပာလို႔ရတ ‘-(으)ㄹ	수	있다/없다’ က ၾကိယာရဲ႕ အသတ္အေပၚမူတည္ျပီး 
ခြဲသံုးရတာျဖစ္ပါတယ္။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ကိုရီးယားစကား ေျပာတတ္လား။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တုိက္ကြမ္ဒုိ ကစားတတ္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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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가: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나: 네. 귀마개를 안 하면 . 

2) 가: 안전장갑을 꼭 껴야 돼요? 

 나: 네. 안전장갑을 안 끼면 .  

3) 가: 안전화를 꼭 신어야 돼요? 

 나: 네. 안전화를 안 신으면 .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사진을 보고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귀마개

보호복

마스크

안전장화

목장갑

귀를 다치다

손을 다치다

발을 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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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	수	있다’ ကုိ သုံးျပီး ၀ါက်ဆက္ေပးပါ။
2. 사진을 보고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3)

가:	귀마개를	꼭	해야	해요?	နားဆို႔ကို မျဖစ္မေန အသံုးျပဳရမွာလား။

나:	네,	귀마개를	안	하면																																										.

	 ဟုတ္ကဲ့။ နားဆုိ႔ကုိ မတပ္ထားရင္ နားကို ထိခိုက္ေစႏိုင္တယ္။ 

가:	안전장갑을	꼭	해야	해요?	အကာအကြယ္လက္အိတ္ကို မျဖစ္မေန စြပ္ထားရမွာလား။

나:	네,	안전장갑을	안	끼면																																										.

	 ဟုတ္ကဲ့။ လက္အိတ္ကို မစြပ္ရင္ လက္ကို ထိခိုက္ေစႏိုင္ပါတယ္။ 

가: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해요?	လံုျခံဳေရးဖိနပ္ကို မျဖစ္မေန စီးထားရမွာလား။

나:	네,	안전화를	안	신으면																																										.

	 ဟုတ္ကဲ့။ လံုျခံဳေရးဖိနပ္ကို မစီးရင္ ေျခေထာက္ကို ထိခိုက္ေစႏိုင္ပါတယ္။ 

귀를	다치다

손을	다치다

발을	다치다

‘-(으)ㄹ	수	있다’ ကို နားလည္ရင္ ေအာက္ပါ ကြက္လပ္မ်ားကို ျဖည့္ၾကည့္ပါ။

정답 		1)	귀를	다칠	수	있어요		2)	손을	다칠	수	있어요		3)	발을	다칠	수	있어요

문법 1  သဒၵါ ၁ -(으)ㄹ 수 있다 G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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ဂ်ီဟြန္းက အႏၱရာယ္ျဖစ္ေစႏိုင္တဲ့ဲ့ အေျခအေနေတြကို ထူအန္းကို ေျပာျပေနတာပါ။ သူတို႔ ဘာေတြ 
ေျပာေနလဲဆို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ရေအာင္။

지 훈	 	어! 투안 씨,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
면 안 돼요.

  ေအာ္၊ ထူအန္း လက္အိတ္ စြပ္ျပီး ၾကိတ္စက္နဲ႔ အလုပ္ 
မလုပ္ရဘူး။

투 안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
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ဟုတ္လား။ စက္ရံုမန္ေနဂ်ာက အလုပ္လုပ္ခ်ိန္ လက္အိတ္ 
အျမဲ  စြပ္ထားရမယ္ ေျပာလုိ ့။

지 훈	 	그렇지만 밀링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이 기
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야 
돼요.

  ဒါေပမဲ့ ၾကိတ္စက္နဲ႔ အလုပ္လုပ္ခ်ိန္ လက္အိတ္က 
စက္ထဲမွာ ညပ္ေနတတ္တာမို႔လို႔ လက္ဗလာနဲ႔ဘဲ  
ကုိင္တြယ္ရမယ္။

투 안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အာ္ ဟုတ္သားပဲ။ ျမန္ျမန္ ခၽြတ္လုိက္ပါမယ္။

지 훈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파편이 튈 수 있으
니까 보안경도 잊지 말고요.

  ျပီးေတာ့ အလုပ္လုပ္ခ်ိန္ သံစေတြ လြင့္စင္တတ္တာမို႔လို႔ 
အကာအကြယ္မ်က္မွန္လည္း မေမ့နဲ႔ေနာ္။ 

투 안	 	알겠어요, 지훈 씨.
  ဟုတ္ကဲ့ပါ။

얼른 ခ်က္ခ်င္း

အခ်ိန္မဆြဲပဲ ခ်က္ခ်င္း

·	얼른	일어나서	출근	준

비를	하세요.

  ခ်က္ခ်င္း ထျပီး အလုပ္သြားဖုိ 
ျ့ပင္ဆင္ပါ။

·	사장님이	들어오시자	

직원들은	얼른	자리에

서	일어났다.

  သူေဌး ၀င္လာတာနဲ ့ 
၀န္ထမ္းေတြ ခ်က္ခ်င္း 
ေနရာမွ ထရပ္သည္။

맨손 လက္ဗလာ
ဘာမွ မ၀တ္ထားေသာ လက္
·	가:	어머,	화상을	입었어
	 	 요?
	 	 	အမေလး၊ 

အပူေလာင္တာလား။ 
		 	나:	네,	맨손으로	뜨거운
	 	 냄비를	잡아서요.
	 	 		ဟုတ္တယ္။ လက္ဗလာနဲ ့ 

အုိးအပူကုိ ကုိင္မိလုိ ့။ 

1.   지훈 씨는 투안 씨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ဂ်ီဟြန္းက ထူအန္းကုိ ဘာ မလုပ္ရဘူးလုိ႔ ေျပာလဲ။   

2.   밀링 작업을 할 때는 왜 맨손으로 해야 해요?     

ၾကိတ္စက္ကုိ ကုိင္တြယ္ခ်ိန္ ဘာလုိ႔ လက္ဗလာနဲ႔ ကုိင္တြယ္သင့္သလဲ။ 

အခု ဂ်ီဟြန္းနဲ႔ ထူအန္းအျဖစ္ သရုပ္ေဆာင္ျပီး အဲ့အတိုင္း လိုက္ေျပာၾကည့္ပါ။ ျပီးေတာ့
ေအာက္က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2.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어서	위험해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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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ပ္ငန္းခြင္တြင္ ဘယ္လို မေတာ္တဆမႈေတြ ျဖစ္တတ္ပါသလဲ။ လုပ္ငန္းခြင္ မေတာ္တဆမႈေတြနဲ႔ 
ပတ္သက္တဲ့ ေ၀ါဟာရတစ္ခ်ိဳ႕ကို ေလ့လာၾကည့္ရေအာင္။ 

부딪히다/충돌하다
၀င္တုိက္မိသည္

미끄러지다
ေခ်ာ္လဲသည္

넘어지다
ေမွာက္လဲသည္

떨어지다/추락하다
ျပဳတ္က်သည္

구덩이에	빠지다
အေပါက္ကြ်ံက်သည္

맞다
ထိခိုက္မိသည္

파편이	튀다
သံစ စကားလုံးကုိ

기계에	감기다
စက္ညွပ္မိသည္

감전되다
ဓာတ္လုိက္သည္

가스가	새다/
누출되다

ဓာတ္ေငြ႔ယုိစိမ့္သည္

폭발하다
ေပါက္ကဲြသည္

불이	나다
မီးေလာင္သည္

   49과_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201

연습 2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⑤     ㉤

폭발하다

추락하다

부딪히다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2. ‘-기 때문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기 때문에.’

1) 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나:  괜찮을 겁니다. [안전대를 맸다] 

2) 가: 지금 안에서 작업할 수 없어요?

 나: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바닥이 미끄럽다] 

3) 가: 밀링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꼭 써야 해요.

 나: 네, 알겠습니다. [파편이 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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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하다 ㉡ 추락하다 ㉢ 부딪히다 ㉣ 미끄러지다 ㉤ 넘어지다

① ⑤② ③ ④

အထက္မွ ေလ့လာထားေသာ ေ၀ါဟာရမ်ားကို စဥ္းစားျပီး ေအာက္ပါေမးခြန္းကို ေျဖၾကည့္ပါ။

정답 			①-㉡		②-㉠		③-㉢		④-㉤		⑤-㉣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ပံုနွင့္ သင့္ေတာ္ေသာ လြင့္စင္သည္ ခ်ိတ္ဆက္ေပးပါ။

어휘 2  စကားေျပာ ၂ 작업장 사고 လုပ္ငန္းခြင္ မေတာ္တဆမႈ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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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နဲ႔ ‘아서/어서’

’-기	때문에’ ႏွင့္ ‘-아서/어서’ ႏွစ္မ်ိဳးလံုးသည္ အေၾကာင္းအရာ ကိစၥ၏ အက်ိဳးအေၾကာင္း သို႔မဟုတ ္

အေၾကာင္းရင္းကို ေဖာ္ျပေသာ္လည္း ေျပာသူ၏ ခံစားခ်က္ သို႔မဟုတ ္အေျခအေနႏွင့္ ပတ္သက္ေသာ 
အက်ိဳးအေၾကာင္းကို ေဖာ္ျပရာတြင္ အမ်ားအားျဖင့္ ‘-아서/어서’ ကုိ သံုးသည္။ ျပီးေနာက္ ‘-기	때문에’	ကို 
အတိတ္ျပပုဒ္ႏွင့္ တြဲသံုးႏိုင္ေသာ္လည္း ‘-아서/어서’	မွာမူ တြဲသံုး၍ မရပါ။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기뻐요.	(X)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기뻐요.	(O)	

·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못	만나요.	(O)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셨어서	오늘은	못	만나요.	(X)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2. ‘-기 때문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기 때문에’	ကုိ အသုံးျပဳျပီး ၀ါက်ကုိ ဆက္ျဖည့္ေပးပါ။

1)		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အျမင့္တြင္ အလုပ္လုပ္ခ်ိန္ ျပဳတ္က်မႈ မေတာ္တဆမ်ား  ျဖစ္တတ္ပါတယ္။
	 나:																																																					괜찮을	겁니다.	[안전대를	맸다	အသက္ကယ္ခါးပတ္ ပတ္သည္။]

2)		가:	지금	안에서	작업할	수	없어요?	အခု အထဲမွာ အလုပ္လုပ္လို ့မရဘူးလား။
	 나: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바닥이	미끄럽다	ၾကမ္းျပင္ေခ်ာသည္]္

3)		가:	밀링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꼭	써야	해요.	[파편이	튀다	သံစလႊင့္စင္သည]္

	 	 ျဖတ္ညွပ္စက္ကုိ ကုိင္တြယ္ခ်ိန္ သံစမ်ား လြင့္စင္တတ္တာေၾကာင့့္္ အကာအကြယ္မ်က္မွန္ တပ္ရမယ္။
	 나: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ကာင္းပါျပီ။

ၾကိယာ သို႔မဟုတ ္နာမ၀ိေသသနွင့္ တဲြျပီး အသံုးျပဳျပီး အျပဳအမူ သို႔မဟုတ ္ျဖစ္ပ်က္မႈကို ျဖစ္ေစေသာ 
အေၾကာင္းရင္း သို႔မဟုတ္ အက်ိဳးအေၾကာင္းကို ေဖာ္ျပခ်ိန္တြင္ သံုးသည္။ နာမ္၏ အေျခအေနတြင္ ‘N 때문에’  ကို 
သံုးသည္။

·	작업을	할	때는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갑을	껴야	합니다.		

	 	အလုပ္လုပ္ခ်ိန္တြင္ ဓာတ္လိုက္မႈမ်ား ျဖစ္တတ္တာေၾကာင့္ အကာအကြယ္လက္အိတ္ကို စြပ္ထားရမည္။
·	바닥이	미끄러워서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ၾကမ္းျပင္က ေခ်ာေနလို႔ လြယ္လြယ္နဲ႔ ေခ်ာ္လဲတတ္တာေၾကာင့္ အျမဲတမ္း သတိထားရမည္။
·	어제는	피곤했기 때문에	집에서	쉬었어요.	မေန႔က ပင္ပန္းတာေၾကာင့္ အိမ္မွာ နားေနတယ္။

‘N이기	때문에’ ‘A/V-기	때문에’ ကေတာ့ အေၾကာင္းျပခ်က္ ဆိုတ့ဲ ေနရာမွာ ‘-아서/어서’ နဲ႔ တူေပမဲ့ သူက ပုိျပီး 
ျပင္းထန္ပါတယ္။  အတိတ္ကာလျပအေနနဲ႔ ‘-았/었기	때문에’ လို႔ သုံးလုိ႔ ရပါတယ္။ 

‘-기	때문에’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안전대를	맸기	때문에		2)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3)	파편이	튀기	때문에

문법 2  သဒၵါ ၂ -기 때문에 G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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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အႏၱရာယ္ျဖစ္ေစတတ္ေသာ အေျခအေနနဲ႔ ပတ္သက္ျပီး ေျပာႏိုင္သလား။ ဥပမာအတိုင္း ေျပာၾကည့္ပါ။

20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위험한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Can you talk about risks at work? Give warnings as follows.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다

1) 

바닥이 미끄러우면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보기

파편이 튀다, 화상을 입다

2) 

안전장갑을 끼지 않다, 감전되다

3) 

안전화를 신지 않다, 발을 다치다

4) 

바닥이 미끄럽다, 넘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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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위험한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안전장갑을	끼지	않다,	감전되다

안전화를	신지	않다,	발을	다치다

바닥이	미끄럽다,	넘어지다
ၾကမ္းျပင္က ေခ်ာသည္ ေခ်ာ္လဲသည္။

정답 		1)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	추락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2)	파편이	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3)	안전장갑을	끼지	않으면	감전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4)	안전화를	신지	않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다

အျမင့္တြင္  အလုပ္လုပ္သည္။, ျပဳတ္က်သည္။ 

파편이	튀다,	화상을	입다

သံစမ်ား  လြင့္စင္သည္။, အပူေလာင္သည္။

안전장갑을	끼지	않다,	감전되다

လက္အိတ္ မစြပ္ထားသည္။, ဓာတ္လုိက္သည္။

안전화를	신지	않다,	발을	다치다

အကာအကြယ္ဖိနပ္ မစီးထားသည္။, 
ေျခေထာက္ ဒဏ္ရာရသည္။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ဥပမာ>
바닥이	미끄러우면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ၾကမ္းျပင္က ေခ်ာေနရင္

ေခ်ာ္လဲတတ္တယ္။ သတိထား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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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관과 보호구
ကိုယ္ခႏၶာ  အစိတ္အပိုင္းနွင့္  အကာအကြယ္ အသံုးအေဆာင္မ်ား

✚신체와 위험요소 ကိုယ္ခႏၶာ  အစိတ္အပိုင္းႏွင့္  အႏၱရာယ္ျဖစ္ေစေသာ အခ်က္မ်ား

✚보호구의 종류 အကာအကြယ္အသုံးအေဆာင္ပစၥည္း အမ်ိဳးမ်ိဳး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လုပ္ငန္းခြင္ ေဘးကင္းေရးႏွင့္ က်န္းမာေရးဥပေဒအရ 
သတ္မွတ္ထားေသာ အကာအကြယ္အသုံးအေဆာင္ပစၥည္းမ်ားမွာ ေအာက္ပါအတုိင္း ျဖစ္ပါသည္။

눈	မ်က္လုံး
날아오는	물체,	빛	

လြင့္စင္ေသာ ပစၥည္းမ်ား၊ အလင္းေရာင္

머리	ဦးေခါင္း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	

높은	곳에서	떨어짐

ျပဳတ္က်ေသာ သို႔မဟုတ္ လႊင့္စင္ေသာ 
ပစၥည္း၊ အျမင့္မွ ျပဳတ္က်ျခင္း

호흡기	အသက္ရႈလမ္းေၾကာင္း
분진,	화학물질	

ဖုန္၊ဓာတုေဗဒပစၥည္းမ်ား 귀	နား
소음	ဆူညံသံ

안면	မ်က္ႏွာ
날아오는	물체,	화학물질

လႊင့္စင္ေသာ ပစၥည္းမ်ား၊ 
ဓာတုေဗဒပစၥည္းမ်ား

발 ေျခ
떨어지는	물체(중량물),	화학물질,	

뜨거운	물질,	날카로운	물체

လြင့္စင္ေသာ ပစၥည္း၊ ဓာတုေဗဒပစၥည္းမ်ား၊ 
အပူပစၥည္း၊ ခၽြန္ထက္ေသာ ပစၥည္း

손	လက္
화학물질,	뜨거운	물체,	진동

ဓာတုေဗဒပစၥည္းမ်ား၊ အပူပစၥည္းမ်ား၊ 
တုန္ခါေစေသာ ပစၥည္းမ်ား

전신 တစ္ကုိယ္လံုး

화학물질,	뜨거운	물질,	방사선,	분진

ဓာတုေဗဒပစၥည္းမ်ား၊ အပူပစၥည္းမ်ား၊ 
ေရဒီယိုသတၱိၾကြပစၥည္းမ်ား၊ ဖုန္

보안경	အကာအကြယ္မ်က္မွန္
차광보안경,	일반보안경

ေရာင္ျခည္ကာမ်က္မွန္၊ ရိုးရိုး 
အကာအကြယ္မ်က္မွန္

안전모	အကာအကြယ္ဦးထုပ္
가죽A종,	AB종,	ABE종

သားေရ A,AB,AE,ABE

청력보호구	နားအကာအကြယ္
귀마개,	귀덮개

နားၾကပ္၊ နားအုပ္

방진마스크	ဖုန္ကာ မ်က္ႏွာဖံုး
전면형,	반면형(안면부	여과식)

မ်က္ႏွာအျပည့္၊ မ်က္ႏွာတစ္၀က္ 
(မ်က္ႏွာအစိတ္အပိုင္းအလုိက္)

안전	장갑	လက္အိတ္
절연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ရာဘာလက္အိတ္၊ ဓာတုေဗဒပစၥည္းကုိင္ 
လက္အိတ္

송기마스크	ေလအေထာက္အကူျပဳ မ်က္ႏွာဖံုး
호스마스크,	에어라인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마스크

ပိုက္လုိင္း မ်က္ႏွာဖံုး/ေလလုိင္း မ်က္ႏွာဖံုး/ 
ေပါင္းစပ္ေလလုိင္း မ်က္ႏွာဖံုး 

보안면	မ်က္ႏွာဖံုး
용접용	보안면,	일반	보안면

၀ရိန္ကာ မ်က္ႏွာဖံုး၊ ရိုးရိုး မ်က္ႏွာဖံုး

방독마스크	ဓာတ္ေငြ႔ကာမ်က္ႏွာဖုံး
전면형,	반면형	မ်က္ႏွာအျပည့္၊ မ်က္ႏွာတစ္၀က္

안전대	အသက္ကယ္ခါးပတ္
벨트식,	안전그네식

ခါးပတ္အမ်ိဳးအစား၊
အသက္ကယ္ၾကိဳးအမ်ိဳးအစား  

전동식	호흡보호구	အသက္ရႈ အေထာက္အကူျပဳ 
ေမာ္တာကိရိယာမ်ား
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동식	방독마스크,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ဖုန္ကာေမာ္တာမ်က္ႏွာဖံုး၊ 
ဓါတ္ေငြ ့ကာေမာ္တာမ်က္ႏွာဖံုး၊
ေမာ္တာမ်က္ႏွာအုပ္ ႏွင့္ ေမာ္တာမ်က္မွန္

보호복	အကာအကြယ္၀တ္စံု 
방열복,	화학물질용	보호복

အပူဒဏ္ခံ၀တ္စံု၊
ဓာတုေဗဒပစၥည္းအကာအကြယ္၀တ္စံု

안전화	လုံျခံဳေရးဖိနပ္
가죽제	안전화,	고무제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발등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သားေရဖိနပ္ ရာဘာဖိနပ္၊ လွ်ပ္စစ္ထိန္းဖိနပ္၊
ေျခထိပ္ကာဖိနပ္၊လွ်ပ္စစ္ကာဖိနပ္၊ လွ်ပ္စစ္ကာ 
လည္ရွည္ဖိနပ္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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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သခ်ာစြာ နားေထာင္ျပီး အေၾကာင္းအရာနဲ႔ သက္ဆုိင္ေသာ ပံုကုိ ေရြးေပးပါ။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သခ်ာစြာ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벌써	확인했습니다.		 ②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

	 ③	빨리	갈아	신으십시오.		 ④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4.		①	얼른	가서	찾아보세요.		 ②	장갑을	새로	샀어요.

	 ③	깜빡했어요.	지금	낄게요.		 ④	병원에	가야	될	거	같아요.

စာပိုဒ္ကုိ ေသခ်ာစြာ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ယာက်္ားေလးက လုပ္ရမယ့္ အလုပ္ မဟုတ္တာက ဘာလဲ။ 

①	청소하기		 ②	귀마개	하기

③	마스크	쓰기		 ④	플러그	빼기

Track 153
[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20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벌써 확인했습니다.  ②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

③ 빨리 갈아 신으십시오.   ④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4. ① 얼른 가서 찾아보세요.  ② 장갑을 새로 샀어요. 

③ 깜빡했어요. 지금 낄게요. ④ 병원에 가야 될 거 같아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청소하기  ② 귀마개 하기 

③ 마스크 쓰기  ④ 플러그 빼기

Track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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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စာေၾကာင္းကို နားေထာင္ျပီး သင့္ေတာ္တဲ့ ပံုကို ေရြးေပးရမွာပါ။ နားမေထာင္မီ ပံုကို 
ေသခ်ာၾကည့္ပါ။

ေမးခြန္း ၃နဲ႔ ၄က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ပးတာ ျဖစ္ပါတယ္။ ေမးခြန္း ၅ကေတာ့
ေျပာတာကို နားေထာင္ျပီးေနာက္ ေမးခြန္းအတြက္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နားမေထာင္မီ
ေမးခြန္းကို ေသခ်ာဖ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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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떨어져서	다쳤어요.	ျပဳတ္က်ျပီး ဒဏ္ရာရခဲ့တယ္။

2.	여:	보안경을	썼어요.	အကာအကြယ္ မ်က္မွန္ တပ္တယ္။

3.	여: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ခဏရပ္ပါ။ ဒီေနရာက အကာအကြယ္ဦးထုပ္ မေဆာင္းပဲ ၀င္လုိ ့မရဘူး။

4.	남:	어!	안전장갑을	안	꼈네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အာ.. အကာအကြယ္လက္အိတ္ မစြပ္ထားဘူးပဲ။ လက္အိတ္ မစြပ္ထားရင္ လက္ ထိခိုက္တတ္တယ္။

5.	여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ဘာလုိ ့နားၾကပ္ မတပ္ထားတာလဲ။ နားမျငီးဘူးလား။

	 남:	시끄럽지만	귀마개를	하면	불편해서요.	
	 	 နားျငီးေပမဲ့ နားၾကပ္ တပ္ထားရင္ သက္ေတာင့္သက္သာ မရိွလုိ ့ပါ။

	 여:		그래도	여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
도	쓰는	게	좋아요.		

ဒါေပမဲ့လည္း ဒီမွာ အသံေတြ အရမ္း ဆူညံတာေၾကာင့္ နားၾကပ္ကုိ မျဖစ္မေန တပ္ထားရမယ္။ ျပီးေတာ့ လုပ္ငန္းခြင္မွာ 
ဖုန္မ်ားတာေၾကာင့္ မ်က္ႏွာဖုံး တပ္တာ ေကာင္းတယ္။

	 남:		네,	그럴게요.	ဟုတ္ကဲ့။ အဲ့လုိ တပ္လုိက္ပါမယ္။

	 여:		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계의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		

ေအာ္ အလုပ္ေတြ ျပီးရင္လည္း စက္ကုိ ပလပ္ေပါက္ ျဖဳတ္ျပီး ေနရာတက်သိမ္းဆည္းထားပါ။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③		5.	①

정답 		1.	④

여:		리한	씨,	기계가	뜨거우니까	안전장갑을	착용하세요.	 	

ရီဟန္ စက္က ပူေနလုိ႔ လက္အိတ္ စြပ္ပါ။ 
남:	네,	죄송합니다.	좀	답답해서요. ဟုတ္ကဲ့။ ေဆာရီးပါ။ စိတ္အိုက္လာလုိ႔။
여:		그래도	안전장갑은	꼭	착용하는	게	좋아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장갑하고	마스크,	안전모,	보안

면은	필수잖아요.	 	

ဒါေပမဲ့လည္း လက္အိတ္ကုိ မျဖစ္မေန အသုံးျပဳတာ ေကာင္းတယ္။ အႏၱရာယ္မ်ားတဲ့ အလုပ္လုပ္ခ်ိန္ လက္အိတ္၊ 
မ်က္ႏွာဖံုး၊ ဦးထုပ္၊ အကာအကြယ္မ်က္မွန္ေတြက မရွိမျဖစ္ပဲေလ။

남:	네,	알겠습니다.	얼른	낄게요.	ဟုတ္ကဲ့။ သိပါျပီ။ အျမန္ စြပ္လုိက္ပါ့မ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남자가	답답해서	착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အမ်ိဳးသားက စိတ္ၾကဥ္းၾကပ္လုိ ့အသုံးမျပဳတဲ့ အရာကုိ ေဖာ္ျပပါ။ 

	 ①	마스크	 ②	안전모	 ③	보안면	 ④	안전장갑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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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ပီး ကြက္လပ္ျဖည့္ပါ။

3.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을/를	껴야	합니다.

အသံမ်ား အလြန္အမင္း ဆူညံေသာ ေနရာတြင္ အလုပ္လုပ္ခ်ိန္ နားဆုိ႔ကုိ တပ္ထားရမည္။

					①	귀마개		 ②	목장갑		 ③	보안경		 ④	안전장화

4.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을/를	매고	일을	해야	합니다.
အျမင့္တြင္ အလုပ္လုပ္ခ်ိန္ ေအာက္သုိ႔ ျပဳတ္က်ႏုိင္ေသာ မေတာ္တဆမႈ ျဖစ္တတ္ပါတယ္။ ဒါေၾကာင့္ မျဖစ္မေန 
အသက္ကယ္ၾကိဳး၊ခါးပတ္ကို ပတ္ျပီး အလုပ္လုပ္ရပါမယ္။

					①	보안면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안전장갑

   49과_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20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마스크 ② 보호복

 ③ 안전모 ④ 용접면

2.  ① 감전될 수 있습니다. ② 넘어질 수 있습니다. 

 ③ 부딪힐 수 있습니다. ④ 추락할 수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을/를 껴야 합니다. 

① 귀마개 ② 목장갑 ③ 보안경 ④ 안전장화

4.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을/를 

매고 일을 해야 합니다.

① 보안면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안전장갑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반 작업 주의 사항>

1. 옷이나 머리카락이 기계에 감기지 않도록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십시오.

2.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 장갑이 기계에 감겨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작업하십시오.

위 글과 관계가 없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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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작업	주의	사항>	<တြင္ခုံ ကုိင္တြယ္ခ်ိန္ သတိျပဳရမည့္ အခ်က္မ်ား>
1.	옷이나	머리카락이	기계에	감기지	않도록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십시오.
2.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	장갑이	기계에	감겨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작업하십시오.

1. အ၀တ္ႏွင့္ ဆံပင္ စက္တြင္ မညွပ္မိေအာင္ လုပ္ငန္းသုံး၀တ္စုံႏွင့္ ဦးထုပ္ကုိ ေဆာင္းထားရမည္။
2. သံစမ်ား လြင့္စင္ႏုိင္တာေၾကာင့္ မ်က္မွန္ကုိ မျဖစ္မေန တပ္ထားရမည္။
3. လက္အိတ္က စက္တြင္ ညွပ္မိျပီး ထိခုိက္ဒဏ္ရာ ရေစႏုိင္တာေၾကာင့္ လက္ဗလာျဖင့္ ကုိင္တြယ္ပါ။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ကုိ ေျဖပါ။

위	글과	관계가	없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အထက္ စာပိုဒ္ႏွင့္ မကုိက္ညီေသာ ပံုကုိ ေရြးေပးပါ။

	 ①		 ②		 ③		 ④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 ၂က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 သုိ႔မဟုတ္ စာေၾကာင္းကုိ ေရြးေပးရမွာပါ။ 
သင္ယူေလ့လာထားတ့ဲ ေ၀ါ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 ေျဖၾကည့္ပါ။

ေမးခြန္း ၃နဲ႔ ၄က အေျဖမွန္ကို ေရြးခ်ယ္ေပးရမွာပါ။ ေမးခြန္း ၅ကေတာ့ သတိေပးခ်က္မ်ားကို
ဖတ္ျပီး ေမးခြန္း ေျဖေပးရမွာပါ။

정답 		1.	④		2.	①		3.	①		4.	②		5.	③

   49과_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20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마스크 ② 보호복

 ③ 안전모 ④ 용접면

2.  ① 감전될 수 있습니다. ② 넘어질 수 있습니다. 

 ③ 부딪힐 수 있습니다. ④ 추락할 수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을/를 껴야 합니다. 

① 귀마개 ② 목장갑 ③ 보안경 ④ 안전장화

4.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을/를 

매고 일을 해야 합니다.

① 보안면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안전장갑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반 작업 주의 사항>

1. 옷이나 머리카락이 기계에 감기지 않도록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십시오.

2.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 장갑이 기계에 감겨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작업하십시오.

위 글과 관계가 없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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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마스크 ② 보호복

 ③ 안전모 ④ 용접면

2.  ① 감전될 수 있습니다. ② 넘어질 수 있습니다. 

 ③ 부딪힐 수 있습니다. ④ 추락할 수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을/를 껴야 합니다. 

① 귀마개 ② 목장갑 ③ 보안경 ④ 안전장화

4.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을/를 

매고 일을 해야 합니다.

① 보안면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안전장갑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반 작업 주의 사항>

1. 옷이나 머리카락이 기계에 감기지 않도록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십시오.

2.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 장갑이 기계에 감겨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작업하십시오.

위 글과 관계가 없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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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 ပံုမ်ား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 သုိ႔မဟုတ္ စာေၾကာင္းကုိ ေရြးေပး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마스크		 ②	보호복

③	안전모		 ④	용접면

2. ①	감전될	수	있습니다.		 ②	넘어질	수	있습니다.

③	부딪힐	수	있습니다.		 ④	추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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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25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ㅂ’,	‘ㄷ’,	‘ㄱ’,	‘ㅈ’ ဗ်ည္းေတြရဲ႕ အေရွ႕ သို႔မဟုတ္ အေနာက္မွာ	‘ㅎ’ ဗ်ည္းရွိရင္  [ㅍ], [ㅌ], [ㅋ], [ㅊ] အသံကို 
ေျပာင္းသြားပါတယ္။ 

(1)	좋다,	넣고,	쌓지	

(2)	축하,	입학,	백화점

(3)	생일	축하합니다.	/	한국어	수업은	9시에	시작해요.

정답 		1.	④		2.	①		3.	③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1.

	

어제	백화점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샀습니다.	이따가																					에	가서		

선물을	부치려고	합니다.

မေန႔က ကုန္တုိက္မွာ ေမြးရပ္ေျမမွာ ရွိတဲ့ မိဘေတြအတြက္ လက္ေဆာင္ ၀ယ္ခဲ့တယ္။ ခဏေန စာတိုက္ကို 
သြားျပီး လက္ေဆာင္ ပို႔မလို႔ လုပ္ေနတယ္။ 

	 		

				 ①	은행	 ②	박물관	 ③	시청	 ④	우체국

2.

	

문화	센터에서	미용	수업을	들으려면																					회원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	

상담을	받고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ယဥ္ေက်းမႈစင္တာမွာ အလွျပင္တဲ့ သင္တန္းတက္မယ္ဆိုရင္ အရင္ဆံုး အသင္း၀င္ကတ္ကို လုပ္ရမယ္။ ျပီးရင္ 
တိုင္ပင္ေဆြးေႏြးျပီး သင္တန္း ေလွ်ာက္လို ့ရျပီ။ 

	

			 ①	먼저	 ②	벌써	 ③	아까	 ④	혹시

3.

	

가구	만드는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일이	익숙해져서	편합니다.	

ပရိေဘာဂ လုပ္တဲ့ အလုပ္ကို စစခ်င္း စလုပ္ခ်ိန္က မသိတာေတြ မ်ားလို႔ ပင္ပန္းခဲ့တယ္။ ဒါေပမဲ့ အခုေတာ့ 
အလုပ္က အကၽြမ္းတ၀င္ရွိသြားျပီမလို ့အဆင္ေျပတယ္။ 

	

			 ①	그리고	 ②	그래서	 ③	그렇지만	 ④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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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နီခါအတြက္ ၀မ္းသာစရာသတင္းရိွတယ္။ သူတို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사장님	 	어서 와요,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차 한잔할래요?
  မိုနီခါ လာပါ။ ဒီမွာ ခဏထုိင္ဦး။ ေရေႏြးၾကမ္း ေသာက္မလား။

모니카	 	아니요, 괜찮아요.  မေသာက္ေတာ့ဘူး။ ရပါတယ္။

사장님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
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 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မိုနီခါ၊ မနက္ျဖန္ အလုပ္သမားမ်ားေန႔ဆိုတာ သိတယ္မဟုတ္လား။  

ဒီတစ္ေခါက္ အလုပ္သမားမ်ားေန႔ အထိမ္းအမွတ္အေနနဲ႔ 
အေကာင္းဆုံး၀န္ထမ္းကို ေရြးတာ မိုနီခါ အေရြးခံရတယ္။ 

모니카	 	네? 정말요?
 အိုး.. တကယ္လား။

사장님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
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

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အလုပ္လည္း ေတာ္ျပီး လုပ္ငန္းခြင္ စစ္ေဆးေရးကုိလည္း အရမ္း  အေသးစိတ္ 

လုပ္တယ္လုိ ့ၾကားတယ္။ မုိနီခါက ၾကိဳးစားျပီး လုပ္ေပးတ့ဲ ေက်းဇူးေၾကာင့္  
အလုပ္လုပ္ရတာ ပုိအဆင္ေျပလာတယ္။ တကယ္ ေက်းဇူးတင္ပါတယ္။   
ဒါက ေက်းဇူးတင္လက္ေဆာင္ပါ။ 

꼼꼼히 အေသးစိတ္
·	신문을	꼼꼼히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သတင္းစာကို အေသးစိတ္ 
ဖတ္မယ္ဆုိရင္ အခ်ိန္ အရမ္း 
ၾကာတယ္။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စာခ်ဳပ္အေၾကာင္းအရာကုိ 

အေသးစိတ္ ဖတ္ၾကည့္ပါ။

50 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ၾကိဳးၾကိဳးစားစား လုပ္ေပးတဲ့ ေက်းဇူးေၾကာင့္ပါ။

1.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မနက္ျဖန္ ဘာေန႔လဲ။

2. 모니카 씨가 우수 사원으로 뽑힌 이유는 뭐예요?	မုိနီခါက ဘာလုိ ့အေကာင္းဆုံး ၀န္ထမ္းအျဖစ္ အေရြးခံရတာလဲ။  

အေသအ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근로자의	날이에요.		2.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꼼꼼히	잘해서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လုပ္ စြမ္းေဆာင္မႈကို အကဲျဖတ္ျခင္း၊  
က်န္းမာေရးအေၾကာင္း  ေျပာျခင္း

□သဒၵါ  -(으)ㄴ 덕분에, -기로 하다

□  ေ၀ါဟာရႏွင့္ အသံုးမ်ား  ေဘးကင္းေရး စည္းကမ္းမ်ား၊ က်န္းမာေရး ထိန္းသိမ္းျခ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ၾကာေလ်ာ့ေလ့က်င့္ခန္း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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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ဘးကင္းေရး စည္းမ်ဥ္းစည္းကမ္းမ်ားနဲ႔ ပတ္သက္တဲ့ ေ၀ါဟာရမ်ားကို ေလ့လာၾကရေအာင္။

살피다
အေသးစိတ္ စစ္ေဆးသည္

주의하다
သတိထားသည္

점검하다
စစ္ေဆးသည္

정비하다
ျပဳျပင္သည္ 

(ယာဥ္၊စက္ပစၥည္းအၾကီး)

안전	수칙을	지키다
ေဘးကင္းေရးစည္းမ်ဥ္းမ်ားကုိ 

လုိက္နာသည္

안전	수칙을	어기다
ေဘးကင္းေရးစည္းမ်ဥ္းမ်ားကုိ 

မလုိက္နာသည္

규칙을	준수하다
စည္းကမ္းလုိက္နာသည္

보수하다
ျပဳျပင္သည္

개선하다
ေျဖရွင္းသည္

조치를	취하다
ခ်မွတ္ထားသည့္အတုိင္း လုပ္သည္

ကြက္လပ္တြင္ သင့္ေတာ္ေသာစကားလုးံကို ဥပမာမွ ေရြးခ်ယ္ျဖည့္စြက္ေပးပါ။

보기

1)	이런	도구는	위험하니까	사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

 ဒီလုိ စက္ကိရိယာေတြက အႏၱရာယ္မ်ားလုိ႔ အသုံးျပဳတဲ့ အခ်ိန္ မထိခိုက္မိေအာင္ သတိထားပါ။
2)	기계를	오래	사용하려면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합니다.

 စက္ကုိ တာရွည္ခံစြာ အသုံးျပဳရန္အတြက္ ခ်ိဳ႕ယြင္းခ်က္မ်ား ရိွ မရိွကုိ အျမဲ စစ္ေဆးရမည္။
3)	용접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장님이	어제																																					.

 ၀ရိန္စက္ ပ်က္သြားတာေၾကာင့္ စက္ရုံမန္ေနဂ်ာက မေန႔က ျပင္ေပးခဲ့တယ္။
4)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면	안전	수칙을	잘																																						합니다

 ေဘးကင္းစြာ အလုပ္လုပ္ႏိုင္ရန္အတြက္ ေဘးကင္းေရးစည္းမ်ဥ္းမ်ားကုိ အေသအခ်ာ လုိက္နာရမည္။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어기다	 	 	 주의하다	 	 	 보수하다	 	 	 점검하다	 	 	 지키다

အေပၚမွ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ရေအာင္။

정답 		1)	주의합니다		2)	점검해야		3)	보수했습니다		4)	지켜야

어휘 1  ေ၀ါဟာရ ၁ 안전 수칙 ေဘးကင္းေရးစည္းမ်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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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 သို႔မဟုတ္ နာမ၀ိေသသနႏွင့္ တြဲသံုးျပီး အေကာင္းဘက္ အက်ိဳးသက္ေရာက္မႈ အေျခအေနကို ျဖစ္ေစေသာ 
အေၾကာင္းရင္းကို ေဖာ္ျပရာတြင္ အသံုးျပဳသည္။ 

자음	(ဗ်ည္း)	→	-은 덕분에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ㄴ 덕분에

읽다	→	읽은 덕분에
사다	→	산 덕분에

만들다	→	만든 덕분에

·	공장을	미리	보수한 덕분에	이번	비에	큰	피해가	없었어요.	

	 စက္ရံုကို ၾကိဳျပီး ျပင္ထားတဲ့ ေက်းဇူးေၾကာင့္ ဒီတစ္ေခါက္ေတာ့ မိုးေၾကာင့္ ပ်က္စီးမႈေတြ အရမ္း မရိွခဲ့ဘူး။
·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ခင္ဗ်ားတို႔ ကူညီေပးတဲ့ ေက်းဇူးေၾကာင့္ ကၽြန္ေတာ္ ဒီ ဆုကို ရတာပါ။
·	가:	투안	씨가	꼼꼼히	확인한 덕분에	일이	잘	진행됐어요.	

	 	 	ထူအန္းက ေစ့ေစ့စပ္စပ္ စစ္ေဆးေပးတဲ့ ေက်းဇူးေၾကာင့္ အလုပ္ေတြ အဆင္ေျပေျပ ျပီးသြားတယ္။
	 	나:	아니에요.	교육을	잘	받은	덕분이에요.	မဟုတ္ပါဘူး။ ပညာေတြ ေလ့လာခြင့္ရတဲ့ ေက်းဇူးေၾကာင့္ပါ။

※ ‘덕분에’ ကို နာမ္ႏွင့္ အတူတကြ ‘N + 덕분에’ ပံုစံျဖင့္ သံုးသည္။
·사장님 덕분에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သူေဌးေက်းဇူးေၾကာင့္  ကုမၸဏီမွာ  အလုပ္လုပ္ရတာ အဆင္ေျပပါတယ္။
·요리를	잘하는	아내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ထမင္းဟင္းခ်က္ေကာင္းတ့ဲ  ဇနီးသည္ေက်းဇူးေၾကာင့္  အရသာရွိတ့ဲ  အစားအေသာက္ေတြ စားရတယ္။

20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2. 그림을 보고 ‘-(으)ㄴ 덕분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ㄴ 덕분에.’

1) 가: 많이 다칠 뻔했지요? 

 나: 네, 그런데 빨리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2) 가: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나: 아니요,  괜찮아요.

1) 이런 도구는 위험하니까 사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

2) 기계를 오래 사용하려면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합니다.

3) 용접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장님이 어제 .

4)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면 안전 수칙을 잘  합니다.

조치를 취하다

안전복을 입다

보기 어기다             주의하다             보수하다             점검하다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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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ㄴ덕분에’ ကုိ သုံးျပီး ၀ါက်မ်ား ဆက္ျဖည့္ေပးပါ။
2. 그림을 보고 ‘-(으)ㄴ 덕분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가:	많이	다칠	뻔했지요?	ထိခိုက္ဒဏ္ရာေတြ အမ်ားၾကီး ရေတာ့မလို႔ေနာ္။ 

나:	네,	그런데	빨리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ဟုတ္တယ္။ ဒါေပမဲ့ ျမန္ျမန္ ေျဖရွင္းလုပ္ေဆာင္တဲ့ ေက်းဇူးေၾကာင့္ ဒဏ္ရာ သိပ္မရခဲ့ဘူး။

가: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မီးပူေလာင္သြားလား။

나:	아니요,																															괜찮아요.

	 ဟင့္အင္း။ အကာအကြယ္၀တ္စံု ၀တ္ထားတဲ့ ေက်းဇူးေၾကာင့္ ဘာမွ မျဖစ္ဘူး။

조치를	취하다

안전복을	입다

‘-(으)ㄴ	덕분에’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조치를	취한	덕분에		2)	안전복을	입은	덕분에

문법 1  သဒၵါ ၁ -(으)ㄴ 덕분에 G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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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င္ဒီခါနဲ႔ ဘာရူတို႔ ေျပာေနတာ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ရေအာင္။

인디카	 	바루,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ဘာရူ မ်က္ႏွာ မေကာင္းပါလား။ ေနမေကာင္းဘူးလား။

바   루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

거든.
  ေနမေကာင္းတာ မဟုတ္ဘူး။ ခုတေလာ အလုပ္ေတြ မ်ားတာေၾကာင္ ့ 

ညဆုိင္း ခဏခဏ ဆင္းရလုိ႔ပါ။

인디카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해. 그러다가 건강 해치겠다. 난 요즘 운동

을 새로 시작했거든. 몸도 가볍고 입맛도 훨씬 좋아

졌어.
  ဒီလုိမ်ဳးိ အလုပ္ေတြ မ်ားရင္ ဘယ္လုိလုပ္မလဲ။ အလုပ္မ်ားတယ္ 

ဆုိေပမဲ့လည္း အခ်ိန္ယူျပီး အနားယူျပီး လုပ္။ ဒီလုိလုပ္ရင္းနဲ႔ 
က်န္းမာေရး ထိခို္က္ဦး မယ္။ ငါေတာ့ ခုတေလာ ေလ့က်င့္ခန္း 
အသစ္ စလုပ္ေနတယ္။ ကုိယ္ခႏၶာ ေပါ့ပါးျပီး အစားအေသာက္လည္း 
ပိုစားေကာင္းလာတယ္။

바   루	 	그래? 무슨 운동을 하는데?
  ဟုတ္လား။  ဘယ္လုိ ေလ့က်င့္ခန္းမ်ိဳးလဲ။

인디카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 이번 주말에도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သူငယ္ခ်င္းေတြနဲ ့ေတာင္တက္တယ္။ ဒီအပတ္ ပိတ္ရက္လည္း အဲ့ကုိ 

သြားမလုိ႔ လုပ္ထားတာ နင္လည္း လုိက္မလား။

바   루	 	그럴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
  လုိက္ၾကည့္ရင္ ေကာင္းမလား မသိဘူး။ ဘယ္ကုိ သြားမလုိ႔ 

လုပ္ထားတာလဲ။

 틈틈이 အခ်ိန္ေပးျပီး

·	일하면서	틈틈이	한국어

를	공부했어요.

  အလုပ္လုပ္ရင္းနဲ ့အခ်ိန္ေပးျပီး 
ကုိရီးယားစကားကို 
သင္ယူခဲ့တယ္။

·	틈틈이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	보세요.

  အခ်ိန္ေပးျပီး အားကစားလုပ္တဲ့ 
အက်င့္လုပ္ပါ။ 

정답 		1.	야근을	자주	해서	안색이	안	좋아요.		2.	등산을	해요.

1. 바루 씨는 왜 안색이 안 좋아요? ဘာရူက ဘာလုိ ့မ်က္ႏွာ မေကာင္းတာလဲ။

2. 인디카 씨는 요즘 무슨 운동을 해요? အင္ဒီခါက ခုတေလာ ဘယ္လုိ ေလ့က်င့္ခန္းမ်ိဳးကုိ လုပ္ေနလဲ။

ေသေသခ်ာ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ပီလား။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ရေအာင္။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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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န္းမာေရး ထိန္းသိမ္းျခင္းနဲ႔ ပတ္သက္တဲ့ ေ၀ါဟာရေတြကို ေလ့လာၾကည့္ရေအာင္။

건강을	챙기다
က်န္းမာေရး ဂရုစိုက္သည္

건강을	해치다
က်န္းမာေရး ထိခိုက္သည္

표준	체중을	유지하다
၀ိတ္ထိန္းသည္

유산소	운동을	하다
ကုိယ္လက္လႈပ္ရွား

ေလ့က်င့္ခန္း လုပ္သည္

스트레칭을	하다
အေၾကာေလ်ာ့သည္

골고루	섭취하다
မွ်မွ်တတ စားေသာက္သည္

청결을	유지하다
တစ္ကုိယ္ေရ သန္ ့ရွင္းေရး 

လုပ္သည္

휴식을	취하다
အနားယူသည္

기분	전환을	하다
စိတ္ အေျပာင္းအလဲျဖစ္ေအာင္ 

လုပ္သည္

건강	검진을	받다
က်န္းမာေရး စစ္ေဆးမႈ 

ခံယူသည္

㉠ 건강	검진을	받다

㉡ 휴식을	취하다

㉢ 청결을	유지하다

㉣ 골고루	섭취하다

㉤ 표준	체중을	유지하다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ပံုႏွင့္ သင့္ေတာ္ေသာ ၀ါက်ကုိ က်န္းမာေရး စစ္ေဆးမႈ ခံယူသည္

   50과_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211

연습 2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기로 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기로 하다.’

1) 저는 오늘부터 .

2) 밤에 자기 전에  . 

3) 주말에 친구들과 .

①     ㉠

②     ㉡

③     ㉢

④     ㉣

⑤     ㉤

건강 검진을 받다

휴식을 취하다

청결을 유지하다

골고루 섭취하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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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အထက္မွ ေ၀ါဟာရမ်ားကို ေသခ်ာ စဥ္းစားျ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2  စကားေျပာ ၂ 건강 증진 က်န္းမာေရး ထိန္းသိမ္းျ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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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하다’ နဲ႔ ‘-(으)ㄹ게요’

‘-기로	하다’	ႏွင့္ ‘-(으)ㄹ게요’	ကို ကတိေပးသည့္ အခါတြင္ အသုံးျပဳသည္။ ‘-기로	하다’	ကို အမ်ားအားျဖင့္ ‘-기로	

했어요’ ပံုစံျဖင့္ ကတိေပးျပီးေသာ အေျခအေနကို ေဖာ္ျပသည့္ အခါတြင္ အသံုးျပဳ၍ ‘-(으)ㄹ게요’ ကို ေျပာသူက 
နားေထာင္သူအား ကတိေပးသည့္ အခါတြင္ အသံုးျပဳသည္။ 

·	가:	내일은	회사에	일찍	오세요.	

	 	 나:	네,	일찍	오기로	했어요.(X)/올게요.(O)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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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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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 ‘-기로	하다’ ကုိ သုံးျပီး ၀ါက်မ်ားကုိ ဆက္ၾကည့္ပါ။
2. 그림을 보고 ‘-기로 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2)

3)

저는	오늘부터																																												.

밤에	자기	전에																																												.

주말에	친구들과																																										.

정답 		1)	유산소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2)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어요

	 3)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ဆံုးျဖတ္ခ်က္ေတြ ကတိကဝတ္ေတြကို ေဖာ္ျပတဲ့အခါ ၾကိယာနဲ႔ပဲ တြဲသံုးရပါတယ္။ အသတ္ ရွိရွိ မရွိရွိ ‘-기로	하다’ 
လုိ႔ပဲ သံုးပါတယ္။

·	내일부터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မနက္ျဖန္ကစျပီး  အလုပ္မသြားခင္  အားကစားလုပ္မယ္လို ့ဆံုးျဖတ္ထားတယ္။
·	가:	리한	씨,	등산화를	샀네요.	ရီဟန္ ေတာင္တက္ဘြတ္ဖိနပ္ ၀ယ္ထားပါလား။
	 나:	네,	회사	동료들이랑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ဟုတ္ကဲ့။ လုပ္ေဖာ္ကိုင္ဖက္ေတြနဲ႔ ေတာင္တက္မယ္လို ့ေျပာထားတယ္။
·	가:	몸이	안	좋다면서요?	ေနမေကာင္းဘူးဆို။
	 나: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အဲ့ေၾကာင့္ က်န္းမာေရးစစ္ေဆးမလို႔လုပ္ထားတယ္။

‘-기로	하다’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기로 하다 G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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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သီတြင္ က်န္းမာေရး ထိန္းသိမ္းနည္းႏွင့္ ပတ္သက္ေသာ ေၾကာ္ျငာခ်က္ ျဖစ္ပါတယ္။ အေသအခ်ာ ဖတ္ျပီး ေမးခြန္းကုိ 
ေျဖေပးပါ။

21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are guidelines for staying healthy in the summer season.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1) 실내 온도는 실외보다 10℃ 이상 낮아야 합니다.      ◦    ×

2) 여름에도 긴팔 옷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

3) 에어컨을 켤 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합니다. ◦    ×

4) 건조한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습도를 맞춰야 합니다.  ◦    ×
 

1. 실내외 온도차를 5℃ 정도로 유지하세요.  
2. 가벼운 긴팔 옷을 준비해서 체온을 유지하세요. 
3.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해 주세요. 
4.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5. 냉방 중인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하세요. 
6. 밀폐된 공간에서는 실내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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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1.  실내외 온도차를 5℃ 정도로 유지하세요.    
 အခန္း အျပင္ႏွင့္ အတြင္း အပူခ်ိန္ ကြာျခားခ်က္ကုိ 5C ခန္႔ျခားျပီး ထားပါ။

2.  가벼운 긴팔 옷을 준비해서 체온을 유지하세요.  
 ခႏၶာကုိယ္ အပူခ်ိန္ကုိ ထိန္းရန္အတြက္ အက်ႌလက္ရွည္အပါးကို ၀တ္ပါ။

3.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해 주세요.  
အဲယားကြန္းကုိ ပိတ္ျပီး ေလ၀င္ေလထြက္ ေကာင္းေအာင္ လုပ္ပါ။

4.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အခန္းတြင္းတြင္ စိုစြတ္မႈကုိ အသင့္တင့္ ထားရွိပါ။

5.  냉방 중인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하세요.  
 အဲယားကြန္းအခန္းတြင္းတြင္ ေဆးလိပ္ မေသာက္ပါႏွင့္။

6.  밀폐된 공간에서는 실내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အလုံပိတ္ေနရာမ်ားတြင္ အခန္းတြင္းရွိ ဖုန္မ်ားကုိ သန္႔ရွင္းေရး လုပ္ေပးပါ။ 

ေႏြရာသီတြင္ အဲယားကြန္းေၾကာင့္ ျဖစ္ေသာ အေအးမိျခင္းကုိ  ကာကြယ္နည္း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အထက္စာပိုဒ္ႏွင့္ ကုိက္ညီပါက O မကုိက္ညီပါက x ေရြးေပးပါ။

 1) 실내 온도는 실외보다 10℃ 이상 낮아야 합니다.  ◦ ×

 2) 여름에도 긴팔 옷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

 3) 에어컨을 켤 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합니다.  ◦ ×

 4) 건조한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습도를 맞춰야 합니다.  ◦ ×

정답 		1.	1)	X				2)	O			3)	X			4)	O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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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က်န္းမာေရးအတြက္  အေၾကာေလ်ာ့ေလ့က်င့္ခန္း

종아리 ေျခသလံုး

1.	 	의자를	잡고	왼쪽	다리를	뒤로	뻗어요.

	 ထိုင္ခုံကို ကိုင္ျပီး ဘယ္ဘက္ေျခေထာက္ကို အေနာက္သို ့ဆန္ ့ပါ။
2.	 	왼쪽	무릎을	곧게	펴고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요.

	 		 ဘယ္ဘက္ဒူးကို ေျဖာင့္ေျဖာင့္ ဆန္႔ျပီး ညာဘက္ေျခေထာက္ကို ျဖည္းျဖည္းခ်င္း ေကြးပါ။

어깨 ပခံုး

1.	 	오른팔을	펴서	왼쪽	어깨	쪽으로	돌려요.

	 	ညာဘက္ပခံုးဘက္သို႔ ဘယ္ဘက္လက္ကို ဆန္႔ပါ။

2.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요.

	 	ဘယ္ဘက္လက္ျဖင့္ ညာဘက္တံေတာင္ဆစ္ကို ယွက္ထားပါ။ 

팔 လက္

1.	 	오른팔을	구부려서	머리	뒤로	넘겨요.

	 	ညာဘက္လက္ကို ေကြးျပီး ဦးေခါင္းေနာက္သို ပို႔ပါ။
2.	 	왼손으로	오른팔의	팔꿈치를	아래로	밀어요.

	  ဘယ္ဘက္လက္ျဖင့္ ညာဘက္ တံေတာင္ဆစ္ကို ေအာက္သို ့တြန္းပါ။

허벅지 ေပါင္

1.	 	의자를	잡고	서서	왼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서요.

	 	ထိုင္ခုံကို ကိုင္ျပီး ဘယ္ဘက္ေျခေထာက္ကို လက္ျဖင့္ ကိုင္ပါ။
2.	 	손으로	잡은	왼쪽	다리를	위로	뻗어요.

	 လက္ျဖင့္ ကိုင္ထားေသာ ဘယ္ဘက္ေျခေထာက္ကို အေပၚသို႔ ဆန္႔ပါ။ 

옆구리 ခါးေဘး

1.	 	양손은	깍지를	끼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려요.

	  လက္ေခ်ာင္းမ်ားကို ယွက္ထားျပီး လက္ကို အေပၚသို႔ ဆန္႔ပါ။ 
2.	 	몸을	옆으로	구부려요.

	 			ကိုယ္ကို ေဘးဘက္သို႔ ေစာင္းပါ။

목 လည္ဂုတ္

1.	 	양손은	깍지를	껴서	머리	뒤를	잡아요.

	 	လက္ေခ်ာင္းမ်ား ယွက္ျပီး ဦးေခါင္းေနာက္မွ ကိုင္ပါ။
2.	 	상체를	숙이지	않고	머리를	당겨요.

	 	ကိုယ္ကို မကိုင္းဘဲ ဦးေခါင္းကို ဆဲြညြတ္ပါ။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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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		①	다행이에요.		 ②	큰일이에요.

	 ③	정말	속상해요.		 ④	힘들	거예요.

3.		①	운동을	했어요.		 ②	내일	하기로	했어요.

	 ③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④	청소를	한다고	했어요.

စာပိုဒ္ကုိ နားေထာင္ျပီး ေအာက္ပါ ေမးခြန္း ၂ခုလံုးကုိ ေျဖေပး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ဒါ ဘယ္ေနရာလဲ။

	 ①	공원		 ②	병원

	 ③	회사		 ④	학교

5.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အေၾကာင္းအရာႏွင့္ သင့္ေတာ္ေသာ အခ်က္ကုိ ေရြးေပးပါ။

	 ①	수진	씨는	건강을	잘	챙깁니다.

	 ②	민수	씨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③	수진	씨는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④	민수	씨는	건강	검진을	받을	겁니다.

Track 156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နားေထာင္ျပီး အေျဖမွန္ ေရြးေပးပါ။ 

	 ①	정비해요.		 ②	준수해요.

	 ③	점검해요.		 ④	확인해요.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မွာ ေမးခြန္းနဲ႔ သက္ဆိုင္ေသာ ၀ါက်ကို ရွာေပးရမွာ ျဖစ္တယ္။ အေသအခ်ာ နားေထာင္ပါ။

ေမးခြန္း ၂နဲ႔ ၃ကေတာ့ အသင့္ေတာ္ဆံုး ၀ါက်ကို ေရြးေပးရမွာပါ။ ေမးခြန္း ၄နဲ႔ ၅မွာေတာ့ စာပိုဒ္ကို 
နားေထာင္ျပီး ေမးခြန္း တစ္ခုခ်င္းစီရဲ ့အေျဖမွန္ကို ေရြးေပးရမွာ ျဖစ္တယ္။ နားမေထာင္မီ ၀ါက်မ်ားကို 
အေသအခ်ာ ဖ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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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기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စက္ကုိ ျပင္ေနတယ္။

2.	남:	미리	확인한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ၾကိဳျပီး စစ္ေဆးထားတဲ့ ေက်းဇူးေၾကာင့္ ထိခိုက္ဒဏ္ရာ မရခဲ့ဘူး။

3.	남:	내일	뭐	할	거예요?	မနက္ျဖန္ ဘာလုပ္မွာလဲ။

4-5.	남:	수진	씨,	병원에는	웬일이에요?	ဆူဂ်င္း ေဆးရုံကုိ ဘာလုိ ့လာတာလဲ။

	 여:	건강	검진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	씨는요?	က်န္းမာေရးစစ္ေဆးမလုိ႔ပါ။ မင္းဆူကေရာ။

	 남: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 က်န္းမာေရးစစ္ေဆးခ်က္အေျဖ ယူမလုိ ့လာတာပါ။ 

	 여:	그래요?	결과	잘	나왔어요? ဟုတ္လား။ အေျခအေန အကုန္ ေကာင္းတယ္မလား။ 

	 남: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했어요.	

	 	 		ကၽြန္ေတာ္က ေလ့က်င့္ခန္း ေတာ္ေတာ္ မလုပ္လုိ ့။ ကိုယ္လက္လႈပ္ရွားအားကစား လုပ္ျပီး 
အစားအေသာက္ကုိလည္း  မွ်မွ်တတစားဖို ့ေျပာတယ္။

	 여:	그렇군요.	저도	건강에	신경을	못	써서	좀	걱정이	돼요.

  ဒီလုိကုိး။ ကၽြန္မလည္း က်န္းမာေရးကုိ ဂရုမစိုက္ႏိုင္လုိ႔ နည္းနည္း စိတ္ပူမိတ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①		2.	①		3.	③		4.	②		5.	②

정답 		1.	①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남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ယာက်္ားေလးက ဘာအေၾကာင္းနဲ ့ပတ္သက္ျပီး ေျပာေနလဲ။ 

	 ①	환기의	필요성	 	 ②	환풍기	사용법

	 ③	날씨와	작업장	 	 ④	작업장	청소	방법

남: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창문을	닫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장	내에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풍기를	꼭	켜고	작업	중에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အခုတေလာ ရာသီဥတုက ေအးလာတာေၾကာင့္ ေလ၀င္ေလထြက္ကုိ မၾကာခဏ မလုပ္ဘူးနဲ ့တူတယ္။  
အခ်ိန္အၾကာၾကီး ျပတင္းေပါက္ ပိတ္ျပီး အလုပ္လုပ္မိရင္ အထဲမွာ ဖုန္ေတြ တက္တယ္။  
အလုပ္ မစခင္ ပန္ကာကုိ ဆက္ဆက္ ဖြင့္ျပီး အလုပ္လုပ္ေနစဥ္မွာ ျပတင္းေပါက္ကုိ မၾကာခဏ ဖြင့္ျပီး ေလကုိ 
သန္႔စင္ေပး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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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သင့္ေတာ္ဆုံး  စကားလုံးျဖင့္ ကြက္လပ္ျဖည့္ပါ။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불량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အျပစ္အနာအဆာရွိတဲ့ ပစၥည္းေတြ ဆက္တုိက္ ထြက္ေနတာေၾကာင့္ ျပႆနာကုိ ေျဖရွင္းႏိုင္တဲ့ နည္းလမ္းကုိ 
ရွာရမယ္။

					①	개선할		 ②	주의할		 ③	준수할		 ④	정비할

2.

	
작업장	환경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서	늘																						위해	애쓰는	편입니다.

အလုပ္ခြင္ပတ္၀န္းက်င္က သိပ္ မသန္႔ရွင္းတာေၾကာင့္ တစ္ကုိယ္ေရသန္႔ရွင္းမႈကုိ အျမဲတမ္း ဂရုတစုိက္ လုပ္ျဖစ္တယ္။

					①	휴식을	취하기		 	 ②	스트레칭을	하기

					③	골고루	섭취하기		 	 ④	청결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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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육]

일시: 2월 27일(목) 14:00~16:00

장소: 대강당

EPS-TOPIK 읽기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불량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① 개선할 ② 주의할 ③ 준수할 ④ 정비할

2. 작업장 환경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서 늘  위해 애쓰는 편입니다. 

① 휴식을 취하기  ② 스트레칭을 하기 

③ 골고루 섭취하기  ④ 청결을 유지하기

[3~4]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3. ① 팔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② 목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③ 허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④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4. ① 조치를 취하세요.  

 ② 기계를 살펴보세요.   

 ③ 안전 수칙을 지키세요. 

 ④ 작업 도구를 점검하세요.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내판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안전 교육을 합니다. 

 ② 교육은 대강당에서 합니다.  

 ③ 목요일 오전에 교육을 합니다.

 ④ 두 시간 동안 교육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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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육]

일시: 2월 27일(목) 14:00~16:00

장소: 대강당

EPS-TOPIK 읽기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불량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① 개선할 ② 주의할 ③ 준수할 ④ 정비할

2. 작업장 환경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서 늘  위해 애쓰는 편입니다. 

① 휴식을 취하기  ② 스트레칭을 하기 

③ 골고루 섭취하기  ④ 청결을 유지하기

[3~4]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3. ① 팔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② 목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③ 허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④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4. ① 조치를 취하세요.  

 ② 기계를 살펴보세요.   

 ③ 안전 수칙을 지키세요. 

 ④ 작업 도구를 점검하세요.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내판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안전 교육을 합니다. 

 ② 교육은 대강당에서 합니다.  

 ③ 목요일 오전에 교육을 합니다.

 ④ 두 시간 동안 교육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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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ငာစာတြင္ ရွင္းျပထားေသာ အခ်က္ႏွင့္ မကိုက္ညီေသာ အခ်က္ကုိ ေရြးေပးပါ။

[안전	교육]

[ေဘးကင္းေရး ပညာေပး ပို႔ခ်ခ်က္]
일시:	2월	27일(목)	14:00~16:00
အခ်ိန္ း ေဖေဖာ္၀ါရီလ (၂၇)၊ ၾကာသပေတးေန႔ 
14:00 မွ 16:00
장소:	대강당
ေနရာ : ဘြဲ႔ႏွင္းသဘင္ခန္းမ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ပါ။
[3~4]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5. 안내판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3. ①	팔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②	목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③	허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④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4. ①	조치를	취하세요.

②	기계를	살펴보세요.

③	안전	수칙을	지키세요.

④	작업	도구를	점검하세요.

①	안전	교육을	합니다.

②	교육은	대강당에서	합니다.

③	목요일	오전에	교육을	합니다.

④	두	시간	동안	교육을	할	겁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႔၂က ကိုက္ညီတဲ့ အေျဖကို ကြက္လပ္မွာ ျဖည့္ေပးရမွာပါ။ သင္ယူေလ့လာထားတဲ့ 
ေ၀ါ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ပီး ကြက္လပ္ျဖည့္ေပးပါ။

ေမးခြန္း ၃နဲ႔ ၄က ပံုနဲ႔ သက္ဆိုင္တဲ့ ၀ါက်ကို ေရြးေပးရမွာပါ။ ေမးခြန္း ၅ကေတာ့ ေၾကာ္ျငာစာကို ဖတ္ျ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정답 		1.	①		2.	④		3.	②		4.	③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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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②			3.	④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1.

	 	
일이	끝나면	반드시	스위치를	내리고	플러그를	뽑아서																					을/를	차단해야	합니다.

အလုပ္ျပီးရင္ မျဖစ္မေန ပါ၀ါခလုတ္ကုိ ခ်ျပီး ပလပ္ျဖဳတ္၍ လွ်ပ္စစ္ကုိ ပိတ္ရမယ္။ 

	 	 ①	물	 ②	가스	 ③	전원	 ④	기름

2.

	 	

어제	불고기를	처음	먹었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불고기는																						

않아서	좋았습니다.

မေန႔က အသားနပ္ အရင္ဆုံး စားခ့ဲတယ္။ ကၽြန္ေတာ္က စပ္တ့ဲ အစားအေသာက္ ေကာင္းေကာင္း မစားႏုိင္လုိ ့ 
အသားနပ္က မစပ္တာေၾကာင့္ ၾကိဳက္တယ္။ 

	 	 ①	짜지	 ②	맵지	 ③	달지	 ④	쓰지

3.

	 	

외국인등록증은	늘	가지고	다녀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을	받아야	합니다.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ကုိ အျမဲတမ္း ေဆာင္ထားရမွာ ျဖစ္ျပီး အျခားသူကို မငွားေပးပါနဲ႔။ ေပ်ာက္သြားရင္ 
လူ၀င္မႈၾကီးၾကပ္ေရးဌါနကုိ သြားအေၾကာင္းၾကားျပီး အသစ္ ျပန္လုပ္ရမယ္။ 

	 	 ①	신청	 ②	등록	 ③	연장	 ④	재발급

발음 အသံထြက္             P-26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ရွ႕က စကားလံုးမွာ အသတ္ရွိျပီး အေနာက္မွာ ‘이’,	‘야’,	‘여’,	‘요’,	‘유’ ေတြ ရွိရင္ ‘ㄴ’ အသံ ထပ္တုိးလာျပီး 
[니], [냐], [녀], [뇨], [뉴] စတဲ့ အသံေတြ ျဖစ္လာပါတယ္။

(1)	맨입,	솜이불,	한여름

(2)	담요,	눈요기,	식용유	

(3)	웬	일이에요?	/	무슨	약을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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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က အေၾကာင္းအရာကေတာ့ အီဗန္နဲ႔ 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ဌာနက ဝန္ထမ္းတုိ႔ 
စကားေျပာေနၾကတာျဖစ္ပါတယ္။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ၾကိမ္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ပါ။

이반 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ကၽြန္ေတာ္၊ ကုိရီးယားကို သြားျပီး အလုပ္လုပ္ခ်င္ပါတယ္။

직원  아, 그러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အာ၊ ဟုတ္လား။ ဒီဘက္မွာ ထိုင္ပါ။ ဘယ္လုိ အလုပ္ကုိ လုပ္ခ်င္တာလဲ။

이반 제조업 쪽 일을 해 보고 싶어요.
 ကုန္ထုတ္လုပ္ငန္းဘက္ အလုပ္မ်ဳိးကုိ လုပ္ၾကည့္ခ်င္ပါတယ္။

직원  잘됐네요. 제조업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고 있거든요.
  အေတာ္ပဲ။ ကုန္ထုတ္လုပ္ငန္းက လူ အမ်ားဆံုး ေခၚေနပါတယ္။

이반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어요?
  ဒါနဲ႔ EPS စနစ္နဲ႔ ကိုရီးယားကုိ သြားရင္ ဘယ္ႏွႏွစ္ေလာက္ အလုပ္လုပ္လို႔ရပါသလဲ။

직원  취업 기간은 3년인데 재계약을 하면 최대 1년 10개월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အလုပ္ကာလကေတာ့ ၃ႏွစ္ပါ၊ စာခ်ဳပ္ထပ္ခ်ဳပ္ရင္ အမ်ားဆုံး ၁ႏွစ္နဲ႔ ၁ဝ.လအထိ ထပ္  
ေနလုိ႔ ရပါတယ္။

이반 아, 그렇군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အာ၊ ဟုတ္လား။ ေလွ်ာက္ခ်င္တယ္ဆိုရင္ ဘယ္လို လုပ္ရမလဲ။

신청하다

ေလွ်ာက္ထားသည္ 

취업 기간

အလုပ္ကာလ     

51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ကုိရီးယားကုိ သြားျပီး အလုပ္လုပ္ခ်င္ပါတယ္။ 

1. 이반 씨는 어디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အီဗန္က ဘယ္မွာ အလုပ္လုပ္ခ်င္တာလဲ။

2. 이반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အီဗန္က ဘယ္လုိ အလုပ္ကုိ လုပ္ခ်င္တာ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လးေတြကို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한국  2. 제조업

사람을 뽑다

လူေခၚသည္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အလုပ္အကိုင္ရွာေဖြေရးစနစ္(EPS)အေၾကာင္း အေမးအေျဖႏွင့္

 ကိုရီးယားစာေမးပြဲ(EPS-TOPIK)အေၾကာင္း ေမးျမန္းျခင္း 
□အသံုးခ်သင္ခန္းစာ  EPS-TOPIK ေလွ်ာက္လႊာ ျဖည့္စြက္ျခင္း
□ေဝါဟာရ  EPS-TOPIK စာေမးပြဲ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အကုိင္ရွာေဖြေရးစနစ္(EPS)အေၾကာ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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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က စကားလံုးေတြကေတာ့ EPS စနစ္နဲ႔ သက္ဆုိင္တဲ့ ေဝါဟာရေတြ ျဖစ္ပါတယ္။ 
ဘာေတြလဲဆုိတာ ေလ့လာၾကည့္ၾကရေအာင္။

제조업
ကုန္ထုတ္လုပ္ငန္း

서비스업
ဝန္ေဆာင္မႈလုပ္ငန္း

건설업
ေဆာက္လုပ္ေရးလုပ္ငန္း

축산업
ေမြးျမဴေရးလုပ္ငန္း

 

농업
စိုက္ပ်ဳိးေရးလုပ္ငန္း

어업
ငါးဖမ္းလုပ္ငန္း

고용허가제
EPS

အလုပ္အကိုင္ရွာေဖြေရးစနစ္

문의하다
ေမးျမန္းစံုစမ္းသည္

보기

1. <보기>와 같이 말해 보세요. ဥပမာထဲကလုိ ေျပာၾကည့္ပါ။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EPSစနစ္နဲ႔ ကုိရီးယားသြားရင္ ဘယ္လုိ အလုပ္မ်ဳိး လုပ္ခ်င္လဲ။
나:  제조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ကုန္ထုတ္လုပ္ငန္းဘက္ အလုပ္မ်ဳိးကို လုပ္ခ်င္ပါတယ္။

1)

3)

2)

4)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어휘 1  ေ၀ါဟာရ ၁ 고용허가제 EPS(လုပ္သားပါမစ္)စန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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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가: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EPSစနစ္နဲ႔ ပတ္သက္ျပီး နည္းနည္းေလာက္ စံုစမ္းၾကည့္ခ်င္လုိ႔ပါ။

나:                                                  

2)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EPS စနစ္နဲ႔ ကုိရီးယားမွာ ဘယ္ေလာက္ၾကာၾကာ အလုပ္လုပ္လုိ႔ရလဲ။

나:                                                  

3) 
가:  네, 고용허가제 담당 김민수입니다.

   ဟုတ္ကဲ့၊ EPSစနစ္ တာဝန္ခံ ဂင္မင္းဆူျဖစ္ပါတယ္။ 

나:                                                  

ဥပမာထဲကလုိ အေျဖမွန္ နံပါတ္ကုိ ေရြးပါ။
2. <보기>처럼 대답으로 맞는 것의 번호를 고르시오.

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ကိုရီးယားကုိ သြားျပီး အလုပ္လုပ္ခ်င္ပါတယ္။

나:                      ②                      

①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②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③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④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정답   1. 1)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 건설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2)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 서비스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3)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 농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4)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 어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2. 1) ③   2) ①   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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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ဗန္နဲ႔ ဆရာမတုိ႔ TOPIK စာေမးပြဲ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တယ္။ သူတုိ႔ ဘာေတြ 
ေျပာေနၾကသလဲ မွန္းၾကည့္ပါ။ ႏွစ္ေခါက္ အရင္ နားေထာင္လုိက္ပါဦး။

이   반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ဆရာမ၊ ခဏေလာက္ အခ်ိန္ရွိလားမသိဘူး။

선생님  네, 무슨 일이에요? ဟုတ္ကဲ့၊ ဘာကိစၥ ရွိလို႔လဲ။

이   반  제가 이번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신청했는데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ကၽြန္ေတာ္ ဒီတစ္ေခါက္ TOPIK စာေမးပြဲ ေဖာင္တင္ထားတာ၊ ဘာေတြ 

က်က္ရမလဲမသိေတာ့လို႔ပါ။

선생님  그래요? 시험에는 듣기하고 읽기만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풀어

보세요.
  ဟုတ္လား၊ စာေမးပြဲက အၾကားနဲ႔ အဖတ္ပဲ ပါမွာဆုိေတာ့ ေမးခြန္းေဟာင္းကို 

ေျဖၾကည့္ေလ။

이   반  시험은 모두 몇 문제예요? စာေမးပြဲက အားလုံး ဘယ္ႏွပုဒ္လဲ။

선생님  각각 25문제씩 나와요. တစ္မ်ဳိးကုိ ၂၅ ပုဒ္စီ ပါမွာ။

이   반  몇 점을 받으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ဘယ္ႏွမွတ္ ရရင္ ကုိရီးယားကုိ သြားလို႔ရလဲ။

선생님  2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이 넘은 사람 중 성적이 높은 사람부

터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စံသတ္မွတ္ခ်က္အရ အမွတ္ျပည့္ ၂ဝဝ မွတ္မွာ ၈ဝ မွတ္ ေက်ာ္တဲ့ လူေတြထဲက 

အမွတ္မ်ားတဲ့ လူေတြက EPSစနစ္နဲ႔ အလုပ္လုပ္ခြင့္ ရပါတယ္။

이   반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စာၾကိဳးစားရေတာ့မွာပဲ။ ေက်းဇူးတင္ပါတယ္၊ ဆရာမ။

기출문제

ေမးခြန္းေဟာင္း 

자격이 주어지다

(တစ္ခုခုကုိ)
လုပ္ခြင့္ရသည္ 

1. 이반 씨는 무슨 시험을 신청했어요? အီဗန္က ဘာ စာေမးပြဲကုိ ေဖာင္တင္ထားတာလဲ။

2. 한국에 가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해요?  ကုိရီးယားကုိ သြားမယ္ဆိုရင္ ဘယ္ႏွမွတ္ ရရမလဲ။

မိမိကုိယ္ကို ဆရာမနဲ႔ အီဗန္အျဖစ္ သေဘာထားျပီး ေအာက္က စကားေျပာကို လုိက္ဆုိၾကည့္ပါ။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한국어능력시험   2. 8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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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နဲ႔ ဆုိင္တဲ့ စကားလံုးေတြကို ေလ့လာၾကည့္ၾကရေအာင္။

신분증
အုိင္ဒီကတ္

수험료
စာေမးပြဲေၾကး

수험표
စာေမးပြဲေျဖဆုိခြင့္ကတ္

접수증
စာရင္းသြင္းျပီးေၾကာင္းစလစ္ 

증명 사진
လိုင္စင္ဓာတ္ပံု

성적표
ပညာရည္ရလာဒ္

합격하다
စာေမးပြဲေအာင္သည္

불합격하다
စာေမးပြဲက်သည္

㉠ 수험표

㉡ 접수증

㉢ 수험료

㉣ 신분증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လ်ာ္တဲ့ စကားလုံးနဲ႔ တြဲပါ။

①

②

③

④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어휘 2  စကားေျပာ ၂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စာေမး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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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ဥပမာထဲကလုိ အေျဖမွန္ နံပါတ္ကုိ ေရြးပါ။

1) 
가:  한국어능력시험 공지 봤어요?

     EPS-TOPIK  စာေမးပြ ဲေၾကာ္ျငာ ေတြ႔ခ့ဲလား။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가: 시험 잘 봤어요? 

     စာေမးပြဲ ေျဖႏုိင္လား။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받았어요?

 EPS-TOPIK စာေမးပြ ဲအမွတ္စာရင္း ရျပီလား။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보기>처럼 대답으로 맞는 것의 번호를 고르세요.

가: 한국어능력시험 신청했어요?

	  EPS-TOPIK စာေမးပြ ဲေဖာင္တင္ခ့ဲလား။
나: ____________④______________

① 네, 인터넷에서 공지를 봤어요.

② 네, 그런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요.

③ 네, 잘 봤어요. 공부한 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④ 아니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답   1. ①-㉣  ②-㉡  ③-㉠  ④-㉢   2. 1) ①  2) ③  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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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က စာရြက္ေလးကေတာ့ TOPIK စာေမးပြဲ ေလွ်ာက္လႊာျဖစ္ပါတယ္။ ေလွ်ာက္လႊာက ကြက္လပ္ေတြကို 
ျဖည့္ၾကည့္ရေအာင္။

다음은 한국어능력시험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1)   성명  
အမည္

2) 생년월일 
     ေမြးသကၠရာဇ္

일  월  년 

            ရက္                လ                               ႏွစ္

3) 성별
    က်ား/မ

남성  ◯
က်ား 
여성  ◯
  မ

4) 여권(신분증)
    번호

ပတ္စ္ပို႔နံပါတ္
(မွတ္ပံုတင္နံပါတ္)

여권     ◯
ပတ္စ္ပို႔
신분증  ◯
မွတ္ပံုတင္ 

5) 구직신청분야 
        ေလွ်ာက္ထားလုိသည့္

အလုပ္အမ်ဳိးအစား

제조업

ကုန္ထုတ္  ◯
건설업

ေဆာက္လုပ္ေရး  ◯
농·축산업

စုိက္ပ်ဳိး/ေမြးျမဴေရး ◯

어업

ေရလုပ္ငန္း  ◯
서비스업: 냉동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ဝန္ေဆာင္မႈလုပ္ငန္း(အေအးခန္းဂိုေဒါင္၊ ပစၥည္းအေဟာင္း 
စုေဆာင္းေရာင္းခ်မႈမ်ား)

6) 전화번호 
ဖုန္းနံပါတ္

9) 사진 
ဓာတ္ပုံ(3.5 X 4.5cm)

7) 응시번호 
ေဖာင္နံပါတ္

8)  시험일시 및
   시험장 

စာေမးပြေဲန႔ရက္ႏွင့္ 
ေနရာ

시험일시 및 시험장은 00월 00일 신문공고를 참고하십시오.
စာေမးပြဲေန႔ရက္ႏွင့္ ေနရာကုိ 00 လ 00 ရက္ထုတ္ သတင္းစာတြင္ ရႈ။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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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이해하기
EPS စနစ္အေၾကာင္း 

 외국인고용허가제란? EPS စနစ္ဆိုသည္မွာ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ကိုရီးယားဝန္ထမ္း ခန္႔အပ္ရန္ အခက္အခဲျဖစ္ေနသည့္ လုပ္ငန္းခြင္မ်ားတြင္ သတ္မွတ္ခ်က္မ်ားႏွင့္အညီ ႏုိ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ကုိ 
တရားဝင္ ခန္႔အပ္ႏုိင္သည့္တိုင္ေအာင္ ခြင့္ျပဳေပးထားေသာ စနစ္ျဖစ္ပါသည္။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고법)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ခန္႔အပ္ျခင္းဆိုင္ရာ ဥပေဒ)

 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EPS စနစ္ျဖင့္ အလုပ္ရွာေဖြပံု အဆင့္ဆင့္ 
일반외국인 ရုိးရုိးႏုိင္ငံျခားသား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င္ငံျခားသား
အလုပ္ရွာေဖြသူ
အမည္စာရင္း
စုေဆာင္းေပးပို႔

입국 및
취업교육

실시

ကုိရီးယားသို႔
ေရာက္ရွိျခင္း

အလုပ္ခြင္သင္တန္း
တက္ေရာက္ျခင္း

표준
근로계약

체결

သတ္မွတ္
အလုပ္စာခ်ဳပ္

ခ်ဳပ္ျ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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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취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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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근로자의 체류 자격별·업종별 배분 ေနထိုင္ခြင့္ဗီဇာႏွင့္ အလုပ္အမ်ဳိးအစားအလိုက္ အလုပ္သမား ခြတဲမ္းမ်ား 
2014년

구분

ဗီဇာအမ်ဳိးအစား
인원

လူဦးေရ

제조업

ကုန္ထုတ္
လုပ္ငန္း

건설업

ေဆာက္လုပ္ေရး
လုပ္ငန္း

서비스업

ဝန္ေဆာင္မႈ
လုပ္ငန္း

농축산업

စိုက္ပ်ဳိးေရး
ေမြးျမဴေရး 

어업

ေရလုပ္ငန္း

일반(E-9)

ရုိးရိုးႏုိင္ငံျခားသား 47,400 36,950 2,320 90 5,850 2,190

동포(H-2)

တရုတ္ႏိုင္ငံသား ကိုရီးယားမ်ား 0 0 0 0 0 0

재입국 취업자

ဒုတိယအၾကိမ္ လာေရာက္လုပ္ကုိင္သူ 5,600 5,300 30 10 150 110

총계 စုစုေပါင္း 53,000 42,250 2,350 100 6,000 2,300

  EPS-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ကုိရီးယားဘာသာစကား အရည္အခ်င္းစစ္ စာေမးပြဲ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조기 적응 유도를 위해 2005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

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ခၚယူမႈတြင္ တရားမွ်တမႈ၊ ပြင့္လင္းျမင္သာမႈ ရိွေစရန္ႏွင့္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အား ကုိရီးယားႏိုင္ငံတြင္ 
အစပုိင္း၌ အဆင္ေျပေစရန္အတြက္ ကုိရီးယားႏိုင္ငံ 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ဌာနမွ ၂ဝဝ၅ ခုႏွစ္၊ ၾသဂုတ္လမွစ၍ EPS-TOPIK စာေမးပြကုိဲ 
က်င္းပလာခ့ဲပါသည္။

응시자격 စာေမးပြဲေျဖဆိုသူ အရည္အခ်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အသက္ ၁၈ ႏွစ္ႏွင့္ ၃၉ ႏွစ္ၾကား ရွိရမည္။
■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အခ်ဳပ္အက်ဥ္းက်ဖူးသူ မျဖစ္ေစရ။
■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출국된 경력이 없을 것 ကိုရီးယားႏုိင္ငံမွ ျပည္ႏွင္ခံရဖူးသူ မျဖစ္ေစရ။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을 것 ျပည္ပထြက္ခြာခြင့္ ပိတ္ထားခံရသူ မျဖစ္ေစရ။

평가기준 စစ္ေဆးမႈ စံသတ္မွတ္ခ်က္မ်ား 
■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ကိုရီးယားႏုိင္ငံတြင္ ေနထိုင္ရန္ လုိအပ္သည့္ အေျခခံ ဘာသာစကား အရည္အခ်င္း ရွိရမည္။
■ 산업안전에 관한 기본지식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  

လုပ္ငန္းခြင္ ေဘးကင္းေရးအတြက္ အေျခခံ ဗဟုသုတႏွင့္ ကုိရီးယားယဥ္ေက်းမႈကုိ နားလည္သူ ျဖစ္ရမည္။

합격기준 ေအာင္မွတ္ 
■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득점 8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ပးမွတ္ ၂ဝဝ တြင္ စုစုေပါင္း ရမွတ္ ၈ဝ ႏွင့္အထက္ ရသူမ်ားအနက္မွ အမွတ္မ်ားသူ ဦးစားေပးစနစ္ 
■ 합격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ETS-TOPIK စာေမးပြဲရမွတ္ အသိအမွတ္ျပဳ ကာလမွာ ေအာင္စာရင္းထြက္သည့္ ေန႔မွ စ၍ ၂ႏွစ္အတြင္း ျဖစ္ပါသ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လုပ္ငန္းခြင္အ
ႀကိဳသင္တ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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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Track 159

①   ②   ③   ④ 

1. 이것은 무엇입니까? ဒါ ဘာလဲ။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ဒီလူက အခု ဘာလုပ္ေနပါသလဲ။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သင့္ေလ်ာ္တဲ့ အေျဖကို ေရြးပါ။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ယာက္်ားေလးက အခုကစျပီး ဘာလုပ္ရမလဲ။
① 신청서 쓰기  ② 이메일 쓰기  ③ 사진 붙이기  ④ 신분증 보여 주기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ပံုကို ၾကည့္ျပီး အေျဖမွန္ကို ေရြးရတာ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မးခြန္း ၃ နဲ႔ ၄ ကေတာ့ စကားေျပာကို နားေထာင္ျပီး အေၾကာင္းအရာနဲ႔ သက္ဆုိင္တဲ့ ပံုကို 
ေရြးေပးရတာ ျဖစ္ပါတယ္။ ေမးခြန္းနံပါတ္ ၅ ကေတာ့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ကို 
ေရြးရတာ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ဥပမာအေၾကာင္းအရာေတြကို တစ္ခါေလာက္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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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농업이요. စုိက္ပ်ဳိးေရးလုပ္ငန္းျဖစ္ပါတယ္။  ② 여: 어업이요. ေရလုပ္ငန္းျဖစ္ပါတယ္။
 ③ 여: 축산업이요. ေမြးျမဴေရးလုပ္ငန္းျဖစ္ပါတယ္။  ④ 여: 제조업이요. ကုန္ထုတ္လုပ္ငန္းျဖစ္ပါတယ္။
2. ① 남: 문의하고 있습니다. ေမးျမန္းစံုစမ္းေနပါတယ္။  ② 남: 신청하고 있습니다. ေဖာင္တင္ေနပါတယ္။
 ③ 남: 접수하고 있습니다. စာရင္းသြင္းေနပါတယ္။ ④ 남: 신고하고 있습니다. သတင္းပို႔ေနပါတယ္။
3. 여: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ဘယ္လို အလုပ္မ်ဳိး လုပ္ခ်င္ပါသလဲ။
 남: 제조업이요. ကုန္ထုတ္လုပ္ငန္းပါ။
4. 남: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စာေမးပြဲ ေဖာင္တင္ထားပါတယ္။
 여: 접수증을 보여 주세요. စလစ္ ျပပါ။
5. 남: 한국어능력시험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EPS-TOPIK စာေမးပြဲ စာရင္းသြင္းခ်င္လို႔ပါ။
 여: 그럼 이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ဒါဆိုရင္ ေဖာင္ျဖည့္လုိက္ပါ။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①  2. ①  3. ③  4. ②  5. ①

여: 제가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를 가요. ကၽြန္မ ေနာက္လဆိုရင္ ဆိုးလ္ကို ေျပာင္းေတာ့မယ္။
남: 그래요? 그런데 왜 이사해요? ဟုတ္လား။ ဒါနဲ႔ ဘာလို႔ ေျပာင္းတာလဲ။
여: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ဆိုးလ္မွာ ရွိတဲ့ ကုမၸဏီမွာ အလုပ္ရသြားလို႔ပါ။
남:  계속 면접시험을 보더니 정말 잘됐네요. 축하해요. 
 ဆက္တိုက္ အင္တာဗ်ဴးေတြ ေျဖေနတာ အဆင္ေျပသြားျပီပဲ။ ဂုဏ္ယူပါ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②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남자는 여자에게 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까?
 ေယာက္်ားေလးက မိန္းကေလးကို ဘာေၾကာင့္ ဂုဏ္ယူတယ္လို႔ ေျပာတာလဲ။
 ① 여자의 생일이라서  ② 여자가 취업을 해서

 ③ 여자가 이사를 해서  ④ 여자가 월급을 받아서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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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ablah pertanyaan berikut

ကြက္လပ္ထဲကုိ ဝင္ေရာက္ရမယ့္ စကားလံုးကုိ ေရြးပါ။

3.

 

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ဘာကိစၥ ရွိလို႔ပါလဲ။

나: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싶은데요.

     EPS စနစ္အေၾကာင္း ေမးခ်င္လုိ ႔ပါ။

     ① 문의하고 ② 신청하고 ③ 접수하고 ④ 합격하고

4. 
가: 한국어능력시험을 잘 봤어요? EPS-TOPIK စာေမးပြဲ ေျဖႏုိင္ခဲ့လား။

나: 어렵지 않았어요.                        좋겠어요. 

     ခက္ေတာ့ မခက္ပါဘူး။ ေအာင္ရင္ ေကာင္းမယ္။ 

     ① 신청하면 ② 합격하면 ③ 접수하면 ④ 문의하면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성명 အမည္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ကြက္လပ္ထဲမွာ ဘာကုိ ျဖည့္ရမလဲ။

     ① 남성 ② 김민수 ③ 3월 2일 1980년 ④ M28408080

ေအာက္က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စကားလုံး သို႔မဟုတ္ ဝါက်ကုိ ေရြး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농업  ② 어업 

③ 축산업  ④ 건축업

2. ① 신분증입니다.  ② 수험표입니다.

③ 접수증입니다.  ④ 증명사진입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ပံုကို ၾကည့္ျပီး ကုိက္ညီတဲ့ စကားလံုး သို႔မဟုတ္ ဝါက်ကို ေရြးေပးရတာပါ။ 
ေမးခြန္းကို ေသခ်ာ ဖတ္ျပီး ပံုနဲ႔ သက္ဆုိင္တဲ့ အေျဖမွန္ကို ေရြးပါ။

ေမးခြန္ ၃ ကေန ၅ အထိကေတာ့ ကြက္လပ္ထဲကို ဝင္ေရာက္ရမယ့္ စကားလံုးကုိ ေရြးေပးရမွာပါ။ 
ေသခ်ာ ဖတ္ျပီး အေျဖမွန္ကို ေရြးပါ။

정답   1. ④  2. ①  3. ①  4. ②  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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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27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ㄹ’ အသတ္ရဲ႕ အေနာက္မွာ ‘이’, ‘야’, ‘여’, ‘요’, ‘유’ သရေတြ ရွိရင္ ‘ㄴ’ အသံ ထပ္တုိးလာျပီး   
‘ㄹ နဲ႔ ㄴ’ ဆံုၾကတဲ့အခါ [ㄹㄹ] အသံျဖစ္သြားပါတယ္။

(1) 물약, 알약, 서울역, 휘발유

(2) 할 일, 열여덟

(3) 서울역에 가요. / 할 일이 많아요.

정답   1. ②   2. ②   3. ①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မွာ ျဖည့္ရမယ့္ အသင့္ေတာ္ဆုံး စကားကို ေရြးပါ။

1.

 
한국어능력시험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 있습니다.

ကုိရီးယားစာေမးပြဲကို အင္တာနက္ကတစ္ဆင့္ အြန္လိုင္းကေန ေလွ်ာက္လို႔ရပါတယ္။

  ① 마감할 ② 접수할 ③ 전달할 ④ 합격할

2.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재료를 준비하고 친구는                          을/를 

했습니다.

မေန႔က သူငယ္ခ်င္းနဲ႔ အသားႏွပ္ လုပ္ခဲ့ၾကပါတယ္။ ကၽြန္ေတာ္က ပစၥည္းေတြ ျပင္ဆင္ျပီး သူငယ္ခ်င္းက 
ခ်က္ျပဳတ္ခဲ့ပါတယ္။

  ① 청소 ② 요리 ③ 빨래 ④ 식사

3.

 

저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먹을 때 고추장을 약간                              

먹습니다. 

ကၽြန္ေတာ္က စပ္တာကုိ သိပ္ မစားႏုိင္ပါဘူး။ ဒါေၾကာင့္မုိ႔ ထမင္းသုပ္ကို စားတဲ့အခါ ငရုတ္သီးအႏွစ္ကုိ နည္းနည္း 
ဖယ္ျပီး စားပါတယ္။

  ① 빼고 ② 빼니까 ③ 사고 ④ 사니까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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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က စကားေျပာကေတာ့ အီဗန္နဲ႔ အလုပ္သမားစင္တာမွ ဝန္ထမ္းတုိ႔ အျပန္အလွန္ 
ေျပာေနၾကတာျဖစ္ပါတယ္။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ၾကိမ္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이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 근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ဟလို မဂၤလာပါ။ EPS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နဲ႔ ပတ္သက္ျပီး သိခ်င္တာ ရွိလို႔ပါ။

직원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ဟုတ္ကဲ့၊ ဘာကို သိခ်င္တာလဲ။

이반  근무 시간요. 계약서에 있는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အလုပ္ခ်ိန္ပါ။ စာခ်ဳပ္မွာ ရွိတဲ့ အလုပ္ခ်ိန္မွာပဲ အလုပ္လုပ္ရံုပဲလား။

직원  네, 보통은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이 많을 때에는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어요. 
   ဟုတ္ပါတယ္။ ပုံမွန္ကေတာ့ အလုပ္ခ်ိန္မွာပဲ အလုပ္လုပ္ရင္ ရပါတယ္။ ဒါေပမ့ဲ အလုပ္မ်ားတ့ဲ 

အခ်ိန္မွာေတာ့ အခ်ိန္ပုိ သို႔မဟုတ္ ပိတ္ရက္အလုပ္ဝင္တာ ရွိေကာင္းရွိႏိုင္ပါတယ္။

이반  아, 그래요?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가 많아요? 
  အာ၊ ဟုတ္လား။ အခ်ိန္ပို သို႔မဟုတ္ ပိတ္ရက္ အလုပ္ဝင္တာ မ်ားလား။

직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မ်ားေတာ့မမ်ားပါဘူး။ ျပီးေတာ့ အလုပ္လုပ္သေလာက္ လုပ္အားခ ရႏုိင္ပါတယ္။

1. 이반 씨는 어디에 전화를 했어요? အီဗန္က ဘယ္ကုိ ဖုန္းဆက္ခဲ့တာလဲ။

2. 이반 씨는 무엇을 알고 싶어해요? အီဗန္က ဘာကုိ သိခ်င္တာ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고용센터  2. 근무 시간

52 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က ေကာင္းတဲ့သေဘာရွိတယ္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အလုပ္စာခ်ဳပ္ပါ အေၾကာင္းအရာမ်ား  
ေမးျမန္းျခင္း၊ အလုပ္စာခ်ဳပ္ ခ်ဳပ္ဆုိျခင္း

□အသံုးခ်သင္ခန္းစာ  အလုပ္စာခ်ဳပ္ ျဖည့္စြက္ျခင္း
□ေဝါဟာရ  ခံစားခြင့္မ်ားႏွင့္ အလုပ္ဝင္ေရာက္မႈ အဆင့္ဆ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စာခ်ဳပ္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60

연장 근무

အခ်ိန္ပိုလုပ္ျခင္း      

수당 
လုပ္အား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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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အာက္က စကားလံုးေတြကေတာ့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ပါ။ 
ဘာေတြရွိမလဲ ၾကည့္ရေအာင္။

근로 조건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

수습 기간
အလုပ္သင္ကာလ

계약 기간
စာခ်ဳပ္ကာလ

근무 시간
အလုပ္ခ်ိန္

휴식 시간
အနားယူခ်ိန္

임금
လုပ္အားခ

지급일
ေငြေပးသည့္ေန႔

지급 방법
ေငြေပးသည့္ပံုစံ

업무 내용
အလုပ္အေၾကာင္းအရာ

제공하다
ပံ့ပုိးေပးသည္

부담하다
တာဝန္ယူသည္

숙식
ေနေရးစားေ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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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근로 조건 Working conditions

근로조건 계약 기간 수습 기간 근무시간
working conditions period of employment period of probation working hours

휴게 시간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rest breaks wages payday wage payment options

업무 내용 제공하다 부담하다 숙식
details of work to off er; to provide to burden; to bear room and board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Creat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업무 내용을 잘 읽어 보세요.

1) 2) 
근무 시간 수습 기간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27 2014-06-11   오전 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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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월급을 언제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 계약서에서 을 확인해 보세요.

가: 계약서에 있는 것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나: 지금은 일을 배우는 이라서 그럴 거예요.

가: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나: 계약서에 누가 하는 거라고 쓰여 있어요?

가: 계약서를 잘 확인해 봤어요?

나: 네, 업무 내용이랑 임금 모두 마음에 들어요. 이 좋은 것 같아요.

① 지급일   ② 지급 방법

① 근무시간   ② 수습 기간

① 신청   ② 지급

① 근로계약   ② 근로조건

1) 

2) 

3) 

4) 

3) 4) 
임금 숙식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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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လုိ စကားေျပာကို ျပည့္စံုေအာင္ ျဖည့္စြက္ၾကည့့္ပါ။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근무시간 수습 기간 임금 숙식 제공 

여부2) 3) 4)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စာခ်ဳပ္ခ်ဳပ္တဲ့အခါ ဘာကုိ စစ္ေဆးရမလဲ။
나: �업무�내용 을 잘 읽어 보세요. 
 အလုပ္တာဝန္ကုိ ေသခ်ာ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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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어휘 1  ေ၀ါဟာရ ၁ 근로 조건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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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က္လပ္နဲ႔ ကိုက္ညီတဲ့ အသုံးကုိ ေရြးျပီး စကားေျပာကုိ ျပည့္စံုေအာင္ ျဖည့္စြက္ပါ။

1) 
가:  월급을 언제 받는지 모르겠어요.

 လစာ ဘယ္ေတာ့ ရမလဲ မသိဘူး။
나: 계약서에                       을 확인해 보세요.

 စာခ်ဳပ္မွာ ေငြေပးသြင္းမည့္ေန႔ကုိ စစ္ေဆးၾကည့္ပါ။

① 지급일  ② 지급 방법

2) 
가:  계약서에 있는 것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စာခ်ဳပ္မွာ ရွိတာထက္ လစာက နည္းျပီး ဝင္လာသလိုပဲ။
나: 지금은 일을 배우는                       이라서 그럴 거예요.

 အခုက အလုပ္ကုိ သင္ယူတဲ့ အလုပ္သင္ကာလမုိ႔ အဲလိုျဖစ္တာေနမွာပါ။

① 근무 시간  ② 수습 기간

3) 
가: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ထမင္းစားတာက ကုမၸဏီက ေပးတာလား။
나: 계약서에 누가                       하는 거라고 쓰여 있어요?

 စာခ်ဳပ္မွာ ဘယ္သူက ေပးမယ္လို႔ ေရးထားသလဲ။

① 신청   ② 지급

4) 
가:  계약서를 잘 확인해 봤어요?

 စာခ်ဳပ္ကုိ ေသခ်ာ စစ္ေဆးၾကည့္ခဲ့လား။
나: 네, 업무 내용이랑 임금 모두 마음에 들어요.                       이 좋은 것 같아요.

   ဟုတ္ကဲ့၊ အလုပ္တာဝန္နဲ႔ လုပ္ခဝင္ေငြ အားလုံး သေဘာက်ပါတယ္။ လုပ္ငန္းခြင္ အေျခအေန 
ေကာင္းတယ္လို႔ ထင္ပါတယ္။

① 근로 계약  ② 근로 조건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정답   1. 1)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근무 시간을 잘 읽어 보세요.

  2)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수습 기간을 잘 읽어 보세요.

  3)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임금을 잘 읽어 보세요.

  4)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숙식 제공 여부를 잘 읽어 보세요.

 2. 1) ①   2) ②   3) ②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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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61

အီဗန္နဲ႔ ဆရာမတုိ႔ အလုပ္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တယ္။ သူတုိ႔ ဘာေတြ ေျပာေနၾကသလဲ။ 
အရင္ဆံုး အေၾကာင္းအရာကို ႏွစ္ၾကိမ္  နားေထာင္ၾကည့္ရေအာင္။

선생님 이반 씨,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အီဗန္၊ ကုိရီးယားမွာ အလုပ္လုပ္ဖုိ႔ အဆင္ေျပလား။

이   반  네,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고요.
  ဟုတ္ကဲ့၊ ကံေကာင္းလို႔ နည္းနည္း ေစာေစာ သြားရမယ္ထင္ပါတယ္။ ျပီးခဲ့တ့ဲ 

အပတ္က စာခ်ဳပ္ခ်ဳပ္ခဲ့ပါတယ္။

선생님 그래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ဟုတ္လား၊ အလုပ္ေနရာက ဘယ္မွာလဲ သတ္မွတ္ျပီးျပီလား။

이   반  아,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အာ၊ အလုပ္ေနရာကေတာ့ အခုထိ မသတ္မွတ္ရေသးပါဘူး။

  일단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예요.
  ေလာေလာဆယ္ေတာ့ ကိုရီးယားရဲ႕ 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 

ဌာနကေနတစ္ဆင့္ စာခ်ဳပ္ခ်ဳပ္ထားပါတယ္။

선생님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어요?
  ဟုတ္လား။ ဒါဆုိရင္ ဘယ္ေတာ့ေလာက္ အလုပ္လုပ္ရမယ့္ ေနရာကို သိႏုိင္မလဲ။

이   반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 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 준대요.
  အလုပ္ေနရာကေတာ့ ကိုရီးယားကုိ ျပည္ဝင္ျပီး အလုပ္ခြင္သင္တန္း တက္ျပီး 

ေနာက္မွ ေျပာျပမယ္တဲ့။

운이 좋다

ကံေကာင္းသည္    

아직 အခုထိ

·   아직 안 정해지다 / 

아직 정해지지 않다 

အခုထိ 
မသတ္မွတ္ရေသးဘူး။

한국산업인력공단

ကိုရီးယားလူ႔စြမ္းအား
အရမ္းအျမစ္ဖြံ႔ျဖိဳးေရး
ဌာန

1. 이반 씨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ဘာကုိ ျပင္ဆင္ေနပါသလဲ။

2. 이반 씨는 어디에서 일할 거예요? အီဗန္ ဘယ္မွာ အလုပ္လုပ္မွာလဲ။

ဒီတစ္ခါေတာ့ မိမိကုိယ္ကို ဆရာမနဲ႔ အီဗန္လုိ႔ သေဘာထားျပီး စကားေျပာကို လုိက္ဆုိၾကည့္ပါ။ 
ျပီးရင္ေတာ့ ေအာက္က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ပါ။

정답   1. 취업   2. 한국

일단
အရင္ဆုံး/
ေလာေလာဆယ္ 

알려 주다

အသိေပးသည္/
ေျပာျ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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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လုပ္ရွာပံု အဆင့္ဆင့္ရဲ႕ စကားလံုးေတြကို ၾကည့္ၾကရေအာင္။

면접을 보다
အင္တာဗ်ဴးေျဖသည္

사업주
အလုပ္ရွင္

취업자
အလုပ္သမား

고용하다
အလုပ္ခန္႔သည္

취업하다
အလုပ္ရသည္

계약을 하다
စာခ်ဳပ္ခ်ဳပ္သည္

사인하다/서명하다
လက္မွတ္ထိုးသည္

근무하다
အလုပ္လုပ္သည္

근무지
အလုပ္လိပ္စာ

업체명
ကုမၸဏီနာမည္

퇴직하다
အလုပ္ထြက္သည္

해고하다
အလုပ္ျဖဳတ္သည္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어디에서 일하게 됐어요? ဘယ္မွာ အလုပ္လုပ္ရမွာလဲ။
나: 잠시만요. 계약서에서                        을/를 확인해 볼게요.

      ခဏေလးေနာ္၊ စာခ်ဳပ္မွာ အလုပ္လိပ္စာကုိ ၾကည့္လိုက္ပါ့မယ္။

① 근무지  ② 근무시간

2) 
가:                            에는 뭘 써야 해요? အလုပ္သမား ေနရာမွာ ဘာကုိ ေရးရမလဲ။
나: 이반 씨가 취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반 씨 이름을 쓰세요.

 အီဗန္က အလုပ္လုပ္မယ့္ သူဆုိေတာ့ အီဗန္ နာမည္ကို ေရးပါ။

① 고용자  ② 취업자

ကြက္လ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ရြးျပီး စကားေျပာကုိ ျပည့္စံုေအာင္ ျဖည့္စြက္ပါ။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어휘 2  စကားေျပာ ၂ 취업 절차 အလုပ္ရွာပံု အဆင့္ဆ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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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နဲ႔ တြဲဆက္ပါ။

3) 
가: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기에다가                         .

 အတူ အလုပ္လုပ္ရမွာ ဝမ္းသာပါတယ္။ ဒီမွာ လက္မွတ္ထိုးပါ။
나: 네, 그럼 이제 계약이 다 끝난 건가요?

 ဟုတ္ကဲ့၊ ဒါဆိုရင္ အခု စာခ်ဳပ္က အားလုံး ျပီးျပီေပါ့ေနာ္။

① 사인하세요 ② 면접을 보세요

4) 
가: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ကၽြန္ေတာ္လည္း ကုိရီးယားမွာ အလုပ္လုပ္ခ်င္တယ္။
나: 한국에                         먼저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세요.

 ကိုရီးယားမွာ အလုပ္လုပ္မယ္ဆိုရင္ အရင္ဆုံး EPS-TOPIK စာေမးပြဲကုိ ေျဖပါ။

① 고용하려면 ② 취업하려면

해고하다

사인하다

계약을 하다

   52과_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231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가: 에는 뭘 써야 해요?

나: 이반 씨가 취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반 씨 이름을 쓰세요.

가: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기에다가 .

나: 네. 그럼 이제 계약이 다 끝난 건가요?

가: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나: 한국에  먼저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세요.

① 고용자   ② 취업자

① 사인하세요   ② 면접을 보세요

① 고용하려면     ② 취업하려면

2) 

3) 

4) 

①     ㉠

②     ㉡

③     ㉢

④     ㉣

해고하다

사인하다

계약을 하다

면접을 보다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31 2014-06-11   오전 9:54:51

㉠

㉡

㉢

㉣면접을 보다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①

②

③

④

정답   1. 1) ①  2) ②  3) ①  4) ②   2. ①-㉣  ②-㉠  ③-㉡  ④-㉢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손이 빨라요. အလုပ္လုပ္တာ ျမန္တယ္။

가: 포장 작업이 급한데 누가 좋을까요? ပါကင္ထုပ္ဖို႔ အလ်င္လုိေနတာ၊ ဘယ္သူရွိလဲ။
나: 민수 씨가 손이 빨라요. မင္ဆူက အလုပ္လုပ္တာျမန္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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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က အေၾကာင္းအရာကေတာ့ သတ္မွတ္ အလုပ္စာခ်ဳပ္ျဖစ္ပါတယ္။ ေသခ်ာ ဖတ္ျပီး ေမးခြန္းေတြကုိ ေျဖပါ။

사용자(갑)

အလုပ္ရွင္

업체명 ကုမၸဏီအမည္
한국가구

전화번호 ဖုန္းနံပါတ္   
031-123-4567

소재지 လိပ္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번지

성명 အမည ္

김민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ကုမၸဏီမွတ္ပံုတင္အမွတ္   1234567890

취업자(을)

အလုပ္သမား 

성명 အမည္   닛차난
생년월일 ေမြးသကၠရာဇ္

1985년 3월 1일

본국주소     II Moo I, Tambon Lamphu, Amphur Mueang nong bua lamphu,  
Nong bua lamphu 39000, Thailand

1. 근로계약기간

    စာခ်ဳပ္ကာလ

신규(또는 재)입국자 ( 24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လူသစ္(သုိ႔မဟုတ္)ဒုတိယအၾကိမ္ ဝင္ေရာက္သူ (၂၄)လ၊   
အလုပ္ေျပာင္းထားသူ -     ႏွစ္    လ    ရက္ ~ ႏွစ္    လ    ရက္
- 수습시간: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 2개월   [√] 3개월)  [   ] 미활용

   အလုပ္သင္ကာလ: [√] ရွိ (ျပည္ဝင္ေန႔မွစ၍ [  ] ၁လ [  ] ၂လ [√] ၃လ, [   ] မရွိ)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가산함) 단, 법 제 18조의 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

လူသစ္(သို႔မဟုတ္)ဒုတိယအၾကိမ္ ဝင္ေရာက္လာသူ၏ အလုပ္ကာလကို ျပည္ဝင္သည့္ေန႔မွ 
စတြက္သည္။ သို႔ေသာ္ ဥပေဒ ပုဒ္မ (၁၈-၄)အရ (၃)လအၾကာ ျပည္ေတာ္ျပန္ျပီး 
ျပန္ဝင္လာသူျဖစ္ပါက ျပည္ဝင္၍ အလုပ္စလုပ္သည့္ေန႔မွစ၍ စာခ်ဳပ္သက္တမ္း စတင္သည္။

2. 취업 장소

    အလုပ္လိပ္စာ
한국가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번지)

ဟန္းဂုဂါဂူ(ဂေယာင္ဂီဒို၊ ဂြမ္ဂ်ဴရွီ၊ အုိဖိုအု၊ ရွင္းဟေယာင္းလီ၊ အီးလ္ေဘာန္ဂ်ီ)

3. 업무내용

    အလုပ္တာဝန္

- 업종 : 제조업  
   အလုပ္အမ်ဳိးအစား - ကုန္ထုတ္လုပ္ငန္း 
- 사업내용 : 가구 제작 및 판매   
   ထုတ္လုပ္ပစၥည္း - ပရိေဘာဂ ထုတ္လုပ္ ေရာင္းခ်ျခင္း 
- 직무내용 : 가구 조립  
   အလုပ္တာဝန္ - ပရိေဘာဂ တပ္ဆင္ျခင္း 

ေအာက္ပါတို႔အနက္မွ နစ္ခ်ာနန္ရဲ႕ စာခ်ဳပ္အေၾကာင္းအရာနဲ႔ မကိုက္ညီတဲ့ ဝါက်ကုိ ေရြးပါ။
1.  다음 중 ‘닛차난’ 씨의 계약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다음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② 수습 기간은 3개월입니다.

③ 취업자는 김민수 씨입니다.

④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정답   1. ③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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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သတ္မွတ္အလုပ္စာခ်ဳပ္

 표준근로계약서 သတ္မွတ္အလုပ္စာခ်ဳပ္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하게 될 때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서식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취업 장소, 업무 내용, 근무시간, 휴식 시간, 휴일, 임금, 임금 지급 시기와 방법,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호 간에 정하고자 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PS စနစ္ျဖင့္ ကိုရီးယားႏုိင္ငံတြင္ အလုပ္လုပ္ရန္အတြက္ သတ္မွတ္အလုပ္စာခ်ဳပ္ကို ခ်ဳပ္ဆုိရျပီး ထုိ စာခ်ဳပ္သည္ အလုပ္ 
အခ်က္အလက္မ်ားႏွင့္ ပတ္သက္၍ အေျခအတင္ျဖစ္ျခင္းမ်ားကို ကာကြယ္ရန္ႏွင့္ ႏုိ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အက်ဳိးကို 
ကာကြယ္ရန္အတြက္ ဥပေဒကို အေျချပဳ၍ သတ္မွတ္ထားေသာ စာရြက္စာတမ္းျဖစ္ပါသည္။ သတ္မွတ္အလုပ္စာခ်ဳပ္တြင္ 
အလုပ္ကာလ၊ အလုပ္ေနရာ၊ အလုပ္တာဝန္၊ အလုပ္ခ်ိန္၊ နားခ်ိန္၊ ပိတ္ရက္၊ လုပ္အားခ၊ လုပ္အားခ ေပးသြင္းသည့္ 
ေန႔ရက္ႏွင့္ နည္းလမ္း စသည္မ်ားအျပင္ အလုပ္ရွင္ႏွင့္ အလုပ္သမား ႏွစ္ဦးႏွစ္ဖက္အၾကား သတ္မွတ္လုိသည့္ အလုပ္ 
အခ်က္အလက္မ်ားႏွင့္ ပတ္သက္ေသာ အေၾကာင္းအရာမ်ားကို ထည့္သြင္းထားပါသည္။

 표준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သတ္မွတ္ အလုပ္စာခ်ဳပ္ပါ အဓိက အေၾကာင္းအရာမ်ား

■ 계약 기간 : 1년에서 3년 이내로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3개월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90%를 받게 됩니다. 

  အလုပ္ကာလ - ၁ ႏွစ္မွ ၃ ႏွစ္အတြင္း ႏွစ္ဦးႏွစ္ဖက္ ညႇိႏႈိင္း၍ ဆံုးျဖတ္ႏုိင္ပါသည္။ အလုပ္သင္ကာလ (၃)လကိုလည္း 
ထားရွိႏုိင္ျပီး အလုပ္သင္ကာလတြင္ လုပ္အားခ၏ (၉ဝ)%ကို ရရွိပါမည္။

■ 근무 시간 :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1일 평균 근무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의 경우

에는 근무 시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အလုပ္ခ်ိန္ - အလုပ္သမားဥပေဒတြင္ သတ္မွတ္ထားသည့္အတုိင္း ၁ ရက္တာ ပံုမွန္ အလုပ္ခ်ိန္ကို ေရးသြင္းရပါသည္။ 
သို႔ေသာ္ စိုက္ပ်ဳိးေရး၊ ေမြးျမဴေရးႏွင့္ ေရလုပ္ငန္းမ်ားတြင္ အလုပ္ခ်ိန္ ေရးသားျခင္းကို ခ်န္လွပ္ႏုိင္ပါသည္။

■ 임금 : 임금은 최저임금(2014년 현재시간 당 5,210원) 수준보다 높아야 하며,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는 임금과 함께 지급 방법과 임금 지급일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လုပ္အားခ - လုပ္အားခသည္ အေျခခံလုပ္အားခ(၂ဝ၁၄ ခုႏွစ္ တစ္နာရီ ၅၂၁ဝ-ဝမ္)ထက္ မ်ားရမည္ျဖစ္ျပီး 
အလုပ္ကာလအတြင္း အေျခခံလုပ္အားခ တက္လွ်င္ လုိက္တက္ရမည္ျဖစ္သည္။ ဤ ေနရာတြင္ လုပ္အားခႏွင့္အတူ 
ေငြေပးသြင္းမည့္ နည္းလမ္းႏွင့္ ေန႔ရက္ကို တစ္ပါတည္း ေရးသြင္းရမည္။

■ 숙식 제공 :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가 그 비용을 부담

하는 정도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နေရးစားေရးစီစဥ္ေပးျခင္း - အေဆာင္ႏွင့္ စားေရးေသာက္ေရး စီစဥ္ေပးျခင္းရိွမရိွ ထည့္သြင္းေရးသားရမည္။ ေနေရးစားေရး 
စီစဥ္ေပးလွ်င္ အလုပ္သမားမွ ေပးသြင္းရမည့္ အတိုင္းအတာကုိလည္း သိသာထင္ရွားစြာ ေရးသားေဖာ္ျပရမည္။

  표준 근로계약서의 체결 절차 သတ္မွတ္စာခ်ဳပ္ ခ်ဳပ္ဆုိျခင္း အဆင့္ဆင့္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계약체결 

및 도입지원을 대행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가 1부, 근로자가 1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အလုပ္သမားသည္ ကုိရီးယားသို႔ မဝင္ေရာက္မီ ကုိရီးယား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ဌာနႏွင့္ အလုပ္စာခ်ဳပ္ကုိ 
ခ်ဳပ္ဆုိရသည္။ ကုိရီးယား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ဌာနသည္ အလုပ္စာခ်ဳပ္ ခ်ဳပ္ဆုိျခင္းႏွင့္ လုပ္သားေခၚယူျခင္း 
လုပ္ငန္းမ်ားကို ကုိယ္စား ေဆာင္ရြက္ေပးျပီး အလုပ္ စာခ်ဳပ္ကုိ အလုပ္ရွင္မွ ႏွစ္စံု ျပင္ဆင္၍ အလုပ္ရွင္ တစ္စံု၊ 
အလုပ္သမား တစ္စံု ယူထားရမ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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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ကိုက္ညီတဲ့ အေျဖကုိ ေရြးပါ။

Track 162
1. 언제입니까? ဘယ္အခ်ိန္လဲ။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아침하고 점심을 줘요.  ② 네, 계약 기간은 1년이에요.

 ③ 네, 기숙사를 제공해 줘요.  ④ 네, 월급은 25일에 지급해요.

4.  ① 네, 매달 25일이에요.  ② 네, 다음 달부터 일해요.

 ③ 아니요, 근무지는 아직 몰라요.  ④ 아니요, 계약 기간은 아직 몰라요.

23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언제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아침하고 점심을 줘요.  ② 네, 계약기간은 1년이에요.

 ③ 네, 기숙사를 제공해 줘요. ④ 네, 월급은 25일에 지급해요. 

4. ① 네, 매달 25일이에요.  ② 네, 다음 달부터 일해요. 

 ③ 아니요, 근무지는 아직 몰라요.   ④ 아니요, 계약 기간은 아직 몰라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① 기숙사가 멀어서  ② 기숙사가 없어서 

③ 계약서가 없어서  ④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Track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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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ဒီလူ အခု ဘာလုပ္ေနလဲ။

여자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မိန္းကေလးက ဘာကုိ စိတ္ပူေနတာလဲ။

① 기숙사가 멀어서  ② 기숙사가 없어서

③ 계약서가 없어서  ④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ပံုကုိ ၾကည့္ျပီး အေျဖကို ေရြးေပးရတာ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မးခြန္း ၃ ကေန ၅ အထိက အသံဖိုင္ကုိ နားေထာင္ျပီး ကုိက္ညီတ့ဲ အေျဖကုိ ေရြးေပးရတာျဖစ္ပါတယ္။ 
အသံဖုိင္ကို နားမေထာင္ခင္ ဝါက်ေ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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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근무 시간입니다. အလုပ္ခ်ိန္ျဖစ္ပါတယ္။

 ② 남: 휴식 시간입니다. နားခ်ိန္ျဖစ္ပါတယ္။

 ③ 남: 계약 기간입니다. စာခ်ဳပ္ကာလျဖစ္ပါတယ္။

 ④ 남: 임금 지급일입니다. လုပ္အားခ ေပးတ့ဲေန႔ျဖစ္ပါတယ္။

2. ① 여: 면접을 봅니다. အင္တာဗ်ဴးေျဖေနပါတယ္။

 ② 여: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အလုပ္ အခ်က္အလက္ေတြ ေမးၾကည့္ေနပါတယ္။

 ③ 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စာခ်ဳပ္မွာ လက္မွတ္ထိုးေနပါတယ္။ 

 ④ 여: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အလုပ္ေနရာခ်ေပးမႈကို ရရွိသည္။

3. 남: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요? အလုပ္က ထမင္းေကၽြးလား။

4. 여: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요? ဘယ္မွာ အလုပ္လုပ္ရမလဲဆုိတာ သိလား။

5. 남: 계약서는 잘 확인해 봤지? စာခ်ဳပ္ကို ေသခ်ာ စစ္ထားတယ္မဟုတ္လား။

 여:  응, 그런데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걱정이야. အင္း၊ ဒါေပမဲ့ အေဆာင္ မေပးလုိ႔ စိတ္ပူေနတာ။
 남:  그래? 보통은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이상하다. 

  ဟုတ္လား၊ ပံုမွန္ကေတာ့ အေဆာင္ေပးပါတယ္။ တစ္မ်ဳိးပဲေနာ္။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①  2. ③  3. ①  4. ③  5. ②

정답   1. ④

남:  모니카 씨, 다음 달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우리 회사에서 1년만 더 일하는 게 어때요? 

   မိုနီခါ၊ ေနာက္လဆိုရင္ အလုပ္စာခ်ဳပ္ သက္တမ္းျပည့္ျပီေနာ္။ တို႔ ကုမၸဏီမွာ တစ္ႏွစ္ေလာက္ ထပ္ လုပ္ပါလား။

여:  사장님, 그럼 월급을 좀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게요. 

  သူေဌးရွင့္၊ အဲဒါဆိုရင္ လစာ နည္းနည္း တိုးေပးေစခ်င္ပါတယ္။ ဒီေန႔အထိ အလုပ္လည္း ၾကိဳးစားခဲ့ပါတယ္။ 
ေရွ႕ေလွ်ာက္ကုိလည္း ၾကိဳးစားပါ့မယ္။

남:  그래요. 많이 올려 주지는 못하겠지만 좀 올려 줄게요. 

 ေကာင္းပါျပီ။ မ်ားမ်ား တိုးမေပးႏုိင္ေပမဲ့ နည္းနည္း တိုးေပးပါ့မယ္။

여:  감사합니다. ေက်းဇူးတင္ပါတယ္။

남:  그럼 내가 내일 고용센터에 가서 재고용을 신청할게요. 

 ဒါဆို ကၽြန္ေတာ္ မနက္ျဖန္ အလုပ္သမားစင္တာကုိ သြားျပီး ထပ္မံခန္႔အပ္ေၾကာင္း ေလွ်ာက္ထားလိုက္မ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မိန္းကေလးနဲ႔ သက္ဆုိင္တာကို ေရြးပါ။

 ① 내일 고용센터에 갈 것이다. ② 월급이 많아서 열심히 일했다.

 ③ 이 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었다. ④ 월급을 올려주면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할 것이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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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언제 월급이 들어오는지 몰라서 답답해요. ဘယ္ေတာ့ လစာ ဝင္မလဲမသိေတာ့ စိတ္ညစ္တယ္။
나: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을/를 다시 찾아보세요.

 သတ္မွတ္အလုပ္စာခ်ဳပ္မွာ လုပ္အားခ ေပးသြင္း ေန႔ရက္ကို ထပ္ ရွာၾကည့္ပါ။ 

     ① 소재지 ② 업체명 ③ 임금 지급 날짜 ④ 임금 지급 방법

4.

 
가:                            을 확인해 봤어요? အလုပ္တာဝန္ကုိ ၾကည့္လိုက္ေသးလား။

나: 네, 농장에서 사과 따는 일을 할 것 같아요. ဟုတ္က့ဲ၊ ျခံထဲမွာ ပန္းသီး ခူးတ့ဲ အလုပ္ကုိ လုပ္ရမယ္ထင္တယ္။

     ① 근무 시간 ② 휴식 시간 ③ 업무 내용 ④ 식사 제공

5.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취업 

장소, 업무 내용, 근무 시간, 휴식시간, 휴일, 임금, 지급 시기와 방법,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

자가 상호간에 정하고자 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EPS စနစ္နဲ႔ ကိုရီးယားကုိ ဝင္ေရာက္လာျပီဆိုရင္ အလုပ္စာခ်ဳပ္ကို ခ်ဳပ္ဆုိရပါတယ္။ သတ္မွတ္အလုပ္စာခ်ဳပ္မွာ 
အလုပ္ကာလ၊ အလုပ္ေနရာ၊ အလုပ္အေၾကာင္းအရာ၊ အလုပ္ခ်ိန္၊ နားခ်ိန္၊ ပိတ္ရက္၊ လုပ္အားခ၊ 
လုပ္အားခေပးသြင္းတဲ့ရက္နဲ႔ နည္းလမ္း စတာေတြအျပင္ အလုပ္ရွင္နဲ႔ အလုပ္သမား ႏွစ္ဦးႏွစ္ဖက္အၾကား 
သတ္မွတ္လိုတဲ့ အလုပ္အေျခအေနေတြနဲ႔ ပတ္သက္တဲ့ အေၾကာင္းအရာေတြကုိ ထည့္သြင္းထားပါတယ္။

     ① 근무지 ② 근로 계약 ③ 근로 조건 ④ 근로 시기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ကုိ ထည့္ရမယ့္ အမွန္ဆုံး အေျဖကုိ ေရြးပါ။

ေအာက္က ပံုကုိ ၾကည့္ျပီး မွန္ကန္တဲ့ စကားလုံး သို႔မဟုတ္ ဝါက်ကုိ ေရြးပါ။

① 소재지  ② 업체명

③ 계약 기간 ④ 업무 내용

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②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근무지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④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

   52과_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23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소재지  ② 업체 명

 ③ 계약 기간  ④ 업무 내용

2.  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②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근무지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④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언제 월급이 들어오는지 몰라서 답답해요. 

 나: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을/를 다시 찾아보세요. 

① 소재지 ② 업체 명 ③ 임금 지급 날짜 ④ 임금 지급 방법

4. 가: 을 확인해 봤어요?

 나: 네, 농장에서 사과 따는 일을 할 것 같아요.

① 근무시간 ② 휴식 시간  ③ 업무 내용  ④ 식사 제공 

5. 

① 근무지 ② 근로계약 ③ 근로조건  ④ 근로 시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취업 장소, 업무 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지급 시기와 방법,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호간에 정하고자 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35 2014-06-11   오전 9:54:52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 သုိ႔မဟုတ္ ဝါက်ကုိ 
ေရြးေပးရတာျဖစ္ပါတယ္။ အေျဖေတြကုိ ေသခ်ာ ၾကည့္ျပီး အေျဖမွန္ တစ္ခုကုိ ေရြးပါ။

ေမးခြန္း ၃ ကေန ၅ အထိကေတာ့ အေျဖမွန္ တစ္ခုကို ေရြးျပီး ကြက္လပ္ျဖည့္ရတာပါ။ ေသခ်ာ 
ဖတ္ၾကည့္ျပီး အေျဖမွန္ကို ေရြးပါ။

정답   1. ④  2. ②  3. ③  4. ③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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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28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သံျပတ္ဗ်ည္းေတြရဲ႕ အေနာက္မွာ ‘이’, ‘야’, ‘여’, ‘요’, ‘유’ ေတြ ရွိရင္ ‘ㄴ’ အသတ္သံ ထပ္တုိးလာျပီး [니], 
[냐], [녀], [뇨], [뉴] စတဲ့ အသံေတြ ျဖစ္လာပါတယ္။ ေရွ႕က အသတ္သံကလည္း သံျပတ္ကေန ႏွာသံကို 
ေျပာင္းသြားပါတယ္။ 

(1) 부엌일, 색연필, 늦여름

(2) 꽃잎, 낯익은, 앞일

(3) 부엌일이 많아요. / 가을에는 꽃잎이 떨어져요.

정답   1. ③   2. ①   3. ③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မွာ ျဖည့္ရမယ့္ အသင့္ေတာ္ဆုံး စကားကို ေရြးပါ။

1.

  

                    을/를 보면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수당이 얼마이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있어요. 

လစာေျပစာကုိ ၾကည့္ရင္ တစ္လအတြင္း အလုပ္လုပ္ျပီး ရလာတဲ့ လုပ္အားခက ဘယ္ေလာက္ျဖစ္ျပီး အခြန္က 
ဘယ္ေလာက္ သြင္းရသလဲဆိုတာ သိႏုိင္ပါတယ္။

  ① 영수증 ② 출근카드 ③ 월급명세서 ④ 근로계약서

2.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아직             을/를 못 정했습니다. 저는 펜션이 좋은데 친구는  

민박을 하자고 합니다. 

ခရီးသြားဖုိ႔ လုပ္ထားတာ အခုထိ တည္းခိုစရာကုိ မသတ္မွတ္ရေသးပါဘူး။ ကၽြန္ေတာ္ကေတာ့ လုံးခ်င္းဧည့္ရိပ္သာကုိ 
ၾကိဳက္ေပမ့ဲ သူငယ္ခ်င္းကေတာ့ ရြာအိမ္ေတြမွာ တည္းရေအာင္လို႔ ဆိုပါတယ္။

  ① 숙소 ② 기간 ③ 교통 ④ 날짜

3.

  

오늘 회사 동료와 함께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아주 

                             .

ဒီေန႔ ကုမၸဏီက လုပ္ေဖာ္ကုိင္ဖက္နဲ႔အတူ စိတ္ဝင္စားဖုိ႔ ေကာင္းတ့ဲ ရုပ္ရွင္လည္း ၾကည့္ျပီး ညစာလည္း စားခ့ဲပါတယ္။ 
နည္းနည္း ပင္ပန္းေပမ့ဲ အရမ္း ေပ်ာ္စရာေကာင္းခ့ဲပါတယ္။

  ① 화났습니다 ② 슬펐습니다 ③ 즐거웠습니다 ④ 외로웠습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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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င္ငံျခားသား မွတ္ပံုတင္ လုပ္ဖုိ႔ သြားမယ္။

ေအာက္က စကားေျပာကေတာ့ အီဗန္နဲ႔ ေလဆိပ္က ဝန္ထမ္းတုိ႔ ေျပာေနၾကတာပါ။ အရင္ဆံုး 
ႏွစ္ေခါက္ေလာ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လုိက္ရေအာင္။

직원  안녕하세요. 여권하고 입국 신고서 주세요. 
  မဂၤလာပါ။ ပတ္စ္ပုိ႔နဲ႔ ျပည္ဝင္သတင္းပို႔စာ ေပးပါ။

이반 네, 여기 있습니다.  ဟုတ္ကဲ့၊ ဒီမွာပါ။

직원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ကုိရီးယားကုိ ဘာ ကိစၥနဲ႔ လာတာလဲ။

이반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왔어요. 
  EPS စနစ္နဲ႔ အလုပ္လုပ္ဖို႔ လာတာပါ။

직원  어디에서 일하실 예정이시죠?  ဘယ္မွာ အလုပ္လုပ္မွာလဲ။

이반   가구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ပရိေဘာဂ စက္ရံုမွာ အလုပ္လုပ္ပါမယ္။

직원  3년 계약이시네요. 비자랑 서류 확인되셨고요. 
  ၃ ႏွစ္ စာခ်ဳပ္ပဲ။ ဗီဇာနဲ႔ စာရြက္စာတမ္း စစ္ျပီးပါျပီ။

 여기에 손가락 대 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카메라 보세요. 
  ဒီမွာ လက္ေခ်ာင္းကုိ တင္ေပးပါ။ ဒီဘက္မွာ ရွိတဲ့ ကင္မရာကို ၾကည့္ပါ။

1. 이반 씨는 어디에서 일할 거예요? အီဗန္က ဘယ္မွာ အလုပ္လုပ္မွာလဲ။

2. 이반 씨는 얼마 동안 일할 예정이에요? အီဗန္က ဘယ္ေလာက္ၾကာၾကာ အလုပ္လုပ္မွာ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လား။ ျ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ဦး။

정답   1. 가구 공장  2. 3년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ပည္ဝင္ စစ္ေဆးမႈ ခံယူျခင္း၊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ခင္း

□အသံုးခ်သင္ခန္းစာ  လုပ္ငန္းခြင္သင္တန္းဆုိင္ရာမ်ား 
□ေဝါဟာရ  ျပည္ဝင္ လုပ္ငန္းစဥ္မ်ား၊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ခ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ခ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63

랑/이랑 နဲ႔
‘와/과’ နဲ႔ အဓိပၸါယ္တူျပီး နာမ္ႏွစ္ခုကုိ 

ခ်ိတ္ဆက္တဲ့အခါမွာ သုံးပါတယ္။ 
‘와/과’ ကုိ စာစကားမွာ၊ ‘랑/이랑’ 

ကုိ ႏႈတ္စကားမွာ အသုံးျပဳျပီး ‘하고’

နဲ႔လည္း တူပါတယ္။

·  이 집으로 이사올 때 회사 

동료들이랑 고향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ဒီအိမ္ကုိ ေျပာင္းလာတုန္းက 
ကုမၸဏီက လုပ္ေဖာ္ကိုင္ဖက္ေတြနဲ႔ 
ဇာတိေျမက သူငယ္ခ်င္းေတြက 
အမ်ားၾကီး ကူညီေပးခဲ့ၾကတယ္။

·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စာခ်ဳပ္က အေၾကာင္းအရာေတြကုိ 

အေသးစိတ္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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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က စကားလံုးေတြကေတာ့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နဲ႔ သက္ဆုိင္တဲ့ အသံုးအႏႈန္းေတြ 
ျဖစ္ပါတယ္။ ဘာေတြ ရွိလဲၾကည့္ရေအာင္။

비자/사증
ဗီဇာ

유효 기간
သက္တမ္းကုန္ဆံုးရက္

여권
ပတ္စ္ပုိ႔

발급을 신청하다
ထုတ္ေပးရန္

ေလွ်ာက္ထားသည္

발급 받다
ထုတ္ယူရရွိသည္

입국하다
ျပည္ဝင္သည္

입국 심사를 받다
ျပည္ဝင္စစ္ေဆးမႈ

ခံယူသည္

입국이 금지되다
ျပည္ဝင္ခြင့္

ပိတ္ခံရသည္

취업교육을 받다
အလုပ္ခြင္သင္တန္း

တက္သည္

작업장에 배치되다
အလုပ္ခြင္သို႔ 

ေနရာက်သည္ 

입국신고서
ျပည္ဝင္သတင္းပို႔လႊာ

성

မိသားစုအမည္

이름

အမည္
생년월일

ေမြးသကၠရာဇ္

국적

ႏိုင္ငံသား
성별

က်ား/မ

여권번호

ပတ္စ္ပို႔နံပါတ္
비행기 편명

ေလေၾကာင္းအမွတ္

입국목적

ျပည္ဝင္
ရည္ရြယ္ခ်က္ 

비자발행도시

ဗီဇာထုတ္ေပး 
သည့္ျမိဳ႕

통역
စကားျပန္

어휘 1  ေ၀ါဟာရ ၁ 입국 절차 ျပည္ဝင္ လုပ္ငန္းစဥ္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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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한국에 가면 바로 회사에서 일해요? 
 ကိုရီးယားကုိ ေရာက္ရင္ ခ်က္ခ်င္း ကုမၸဏီမွာ အလုပ္လုပ္ရတာလား။
나: 아니요, 2박 3일 동안                        을/를 받아요.

 ဟင့္အင္း၊ ၂ညအိပ္ ၃ရက္ အေတာအတြင္း အလုပ္ခြင္သင္တန္း တက္ရေသးတယ္။

① 입국 심사 ② 취업 교육

2) 
가:                         할 때 보통 뭘 물어봐요? 
 ျပည္ဝင္စစ္ေဆးတဲ့အခါ ပံုမွန္ ဘာေတြ ေမးလဲ။
나: 한국에 온 목적이랑 체류 기간 같은 것을 물어봐요.

 ကိုရီးယားကုိ လာတဲ့ ရည္ရြယ္ခ်က္နဲ႔ ေနထိုင္မယ့္ ကာလ စတာေတြကုိ ေမးပါတယ္။

① 입국 심사 ② 작업장 배치

3) 
가:  입국 심사에서 실수를 할까 봐 걱정이에요.

 ျပည္ဝင္စစ္ေဆးမႈမွာ အမွားေျဖမိမွာစိုးလို႔ စိတ္ပူေနမိတယ္။
나: 혹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으면                        을 신청할 수 있어요. 

 ကုိရီးယား စကားကုိ နားမလည္ရင္ စကားျပန္ ေတာင္းလို႔ရပါတယ္။

① 통역  ② 교육

4) 
가:  여권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ပတ္စ္ပုိ႔ သက္တမ္းကုန္ဆံုးရက္က ဘယ္ေလာက္မွ မက်န္ေတာ့ပါလား။
나: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을 받으러 가려고 해요.

 ဟုတ္ကဲ့၊ ဒါေၾကာင့္မုိ႔ ေနာက္အပတ္မွာ ထပ္ျပီး ထုတ္ယူဖုိ႔ သြားမလုိ႔ပါ။

① 신청  ② 발급

ဥပမာ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ရြးျပီး ဝါက်ကုိ ျဖည့္စြက္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238   한국어 표준교재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한국에 가면 바로 회사에서 일해요?

나: 아니요. 2박 3일 동안 을/를 받아요.

① 입국 심사  ② 취업 교육

1) 

가: 할 때 보통 뭘 물어봐요?

나: 한국에 온 목적이랑 체류 기간 같은 것을 물어봐요.

① 입국 심사  ② 작업장 배치

2) 

가: 입국 심사에서 실수를 할까 봐 걱정이에요.

나: 혹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으면 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① 통역  ② 교육

3) 

가: 여권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나: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을 받으러 가려고 해요.

① 신청   ② 발급 

4) 

입국하다            작업장에 배치되다            취업 교육을 받다      

사증을 발급 받다            근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기

1) 2) 3) 4) 5)

→ → → →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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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ထည့္ပါ။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2) 3) 4) 5)

입국하다   작업장에 배치되다   취업 교육을 받다

사증을 발급 받다   근로 계약이 체결되다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1) 근로 계약이 체결되다   2) 사증을 발급 받다   3) 입국하다

  4) 취업 교육을 받다         5) 작업장에 배치되다

 2. 1) ②   2) ①   3) ①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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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က အေၾကာင္းအရာကေတာ့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စနစ္အေၾကာင္းျဖစ္ပါတယ္။ 
အရင္ဆံုး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강연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국

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들어오신 후 90일 

이내에 일하시는 곳 근처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

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실 때는 여권과 사진 2장, 그

리고 일하고 계신 곳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

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는 데는 3만원의 수수

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신 경우에도 다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된

다는 사실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အားလံုးပဲ ကိုရီးယားမွာ တရားဝင္ အာမခံခ်က္ ရဖို ႔အတြက္ကေတာ့ ႏုိင ္
ငံျခားသားမွတ္ပံ ုတင္ျခင္းကိ ု လုပ္ရပါမယ္။ ႏု ိင ္င ံ ျခားသားမွတ္ပံ ုတင္ 
လုပ္တဲ ့ နည္းလမ္းကေတာ့ ရိ ုးရိ ု းေလးပါ။ ႏု ိင ္ငံ ျခားသားမွတ္ပံ ုတင္ကိ ု 
ကုိရီးယားႏုိင္ငံကို ဝင္ေရာက္လာျပီး ရက္ ၉ဝ အတြင္း အလုပ္လုပ္တဲ့ ေနရာ 
အနီးမွာ ရွိတဲ့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ကို သြားျပီး လုပ္လုိက္ရင္ ရပါတယ္။ 
မွတ္ပံုတင္တဲ့အခါ ပတ္စ္ပုိ႔နဲ႔ ဓာတ္ပံု ၂ ပံု ျပီးေတာ့ အလုပ္လုပ္ေနတဲ့ ေနရာရဲ႕ 
ကုမၸဏီမွတ္ပံုတင္ကို ယူျပီး သြားရပါမယ္။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ကတ္ကို 
ျပဳလုပ္တဲ ့ ေနရာမွာ ဝန္ေဆာင္ခ ၃ေသာင္း လု ိအပ္ပါတယ္။ ျပီးေတာ့ 
ပတ္စ္ပု ိ ႔သက္တမ္း ကုန္ဆံ ုးသြားလုိ ႔ သက္တမ္းတုိးခဲ ့တဲ ့ အခါမွာလည္း 
ႏု ိင ္င ံ ျခားသား မွတ္ပံ ုတင္ကိ ု ထပ္ လုပ္ရမယ္ဆု ိတဲ ့ အခ်က္ကိ ုလည္း 
ဆက္ဆက္ သိထားေစလုိပါတယ္။

신분을 보장받다

အာမခံရသည္ 

갱신하다

သက္တမ္းတိုးသည္

정답   1. 한국에 들어온 후 90일 이내  2. 여권, 사진 2장, 일하는 곳의 사업자 등록증

1. 외국인 등록은 언제 해야 해요?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ခင္းကုိ ဘယ္ေတာ့ လုပ္ရမလဲ။

2. 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မယ္ဆုိရင္ ဘာလိုသလဲ။

ဒီတစ္ခါေတာ့ မိမိကိုယ္ကို သင္တန္းပုိ႔ခ်သူအျဖစ္ သေဘာထားျပီး ပို႔ခ်ခ်က္ေတြကို ျပန္ေျပာၾကည့္ပါ။ 
ေသခ်ာနားေထာင္ျပီး လိုက္ေျပာျပီးျ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ဆက္ေျဖၾကည့္ပါ။

만료되다

သက္တမ္းကုန္ဆုံးသည္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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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소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

외국인 등록을 하다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သည္

사업자 등록증 사본
ကုမၸဏီမွတ္ပံုတင္ မိတၱဴ

수수료
ဝန္ေဆာင္ခ 

외국인 등록증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ကတ္ 

외국인 등록 신청서
ႏုိင္ငံျခားသား မွတ္ပံုတင္ ေလွ်ာက္လႊာ 

번호표를 뽑다
တိုကင္ယူသည္

지문을 등록하다
လက္ေဗြႏွိပ္သည္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ခင္းနဲ႔ ဆုိင္တဲ့ စကားလံုး အခ်ဳိ႕ကို ၾကည့္ၾကည့္ရေအာင္။

어휘 2  စကားေျပာ ၂ 외국인 등록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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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ထည့္ပါ။

   53과_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241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접수 번호를 뽑다       지문을 등록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다보기

1) 2) 3) 4)

①     ㉠

②     ㉡

③     ㉢

④     ㉣

⑤     ㉤

수수료

번호표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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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ကုိက္ညီတဲ့ စကားလံုးနဲ႔ တြဲဆက္ပါ။

1) 2) 3) 4)

 접수 번호를 뽑다 지문을 등록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다

㉠ 수수료

㉡ 번호표

㉢ 신청서

㉣ 외국인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

②

③

④

⑤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1) 접수 번호를 뽑다 2) 신청서를 제출하다

  3) 지문을 등록하다  4) 외국인 등록증을 받다

 2.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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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취업 교육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news report concerning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1.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취업 교육 … 근로자의 한국 적응 도와

② 외국인 근로자 10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③ 16시간의 취업 교육 … 프로그램 다양화되어야 

④ 고용 허가제의 정착 … 법률과 제도 교육이 우선  

20일 노사 발전 재단에 따르면 

고용  허 가제 로  입국해  취업 

교육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 근로 자 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16시간의 

취업 교육을 받는다. 

2박 3일간의 취업 교육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배운 한국어를 다시 

점검하고,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 근로 기준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 

산업 안전 등을 배운다.  

박인상 대표 이사장은 “취업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적응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고용 허가제의 정착에 기여하여 왔다”고 밝히면서 취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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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노사 발전 재단에 따르

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취업

교육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

에 오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16시간

의 취업 교육을 받는다.

2박 3일간의 취업 교육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배운 한국어를 다시 점검

하고,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 근로 기준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 

산업 안전 등을 배운다.

박인상 대표 이사장은 “취업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적응을 돕고 중소기업

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고용 허가제의 정착에 기여하여 왔다”고 밝히면서 취업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၂ဝ ရက္ေန႔ ကိုရီးယားအလုပ္သမားေဖာင္ေဒးရွင္းက ေျပာၾကားခ်က္အရ EPS စနစ္နဲ႔ ဝင္ေရာက္လာျပီး 
အလုပ္ခြင္သင္တန္း တက္ေရာက္တဲ့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ဟာ ၅ ႏွစ္အတြင္း သိသိသာသာ 
တုိးမ်ားလာျပီျဖစ္ပါတယ္။ လက္ရွိ EPS စနစ္နဲ႔ ကုိရီးယားကုိ လာတဲ့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အားလုံးဟာ အလုပ္ခြင္ကုိ ေနရာခ်ထားမခံရမီ ၁၆ နာရီၾကာ အလုပ္ခြင္သင္တန္းကို တက္ရပါတယ္။
၂ညအိပ္ ၃ရက္တာ အလုပ္ခြင္သင္တန္းမွာ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ဟာ ျပည္မဝင္ခင္ သင္ယူခဲ့တဲ့ 
ကုိရီးယားစကားကုိ တစ္ခါထပ္ျပီး စစ္ေဆးျပီး ကုိရီးယားရဲ႕ အလုပ္ခြင္ယဥ္ေက်းမႈနဲ႔ ေနထိုင္မႈပံုစံ၊ 
အလုပ္သမားဥပေဒ စတာေတြကအစ အေျခခံ ဥပေဒနဲ႔ နည္းစနစ္ေတြ အလုပ္ခြင္ ေဘးကင္းေရး 
စတာေတြကုိ သင္ယူရပါတယ္။
ဥကၠဌျဖစ္သူ မစၥတာဘတ္အင္ဆန္းကလည္း “အလုပ္ခြင္သင္တန္းဆိုတာ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က 
ကုိရီးယားႏုိင္ငံနဲ႔ ရင္းႏွီးကၽြမ္းဝင္လာဖုိ႔ အေထာက္အပံ့ျဖစ္ေစျပီး အေသးစားနဲ႔ အလတ္စား လုပ္ငန္းေတြရဲ႔ 
လုပ္သားမေလာက္ငွမႈျပႆနာကုိ ေျပလည္ေစတာမုိ႔ EPS စနစ္ ေရရွည္တည္တ့ံေရးအတြက္ 
ပါဝင္ၾကိဳးပမ္းသြားမည့္အေၾကာင္း” အလုပ္ခြင္သင္တန္းရဲ႕ အေရးပါမႈကို အေလးေပးေျပာၾကားခဲ့ပါတယ္။

အလုပ္ခြင္သင္တန္းနဲ႔ ပတ္သက္တဲ့ အေၾကာင္းအရာျဖစ္ပါတယ္။ ေသခ်ာ ဖတ္ၾကည့္ျပီး ေမးခြန္းမ်ားကုိ ေျဖပါ။
취업 교육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အေပၚက စာပိုဒ္ရဲ႕ ေခါင္းစဥ္အေနနဲ႔ သင့္ေတာ္မယ့္ ဝါက်ကုိ ေရြးပါ။

 ① 취업 교육 … 근로자의 한국 적응 도와

 ② 외국인 근로자 10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③ 16시간의 취업 교육 … 프로그램 다양화되어야

 ④ 고용 허가제의 정착 … 법률과 제도 교육이 우선

정답   1. ①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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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ခင္း

 외국인 등록이란? ႏုိင္ငံျခားသား မွတ္ပံုတင္ျခင္းဆုိသည္မွာ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현황 및 신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여 국제법상 외국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보호

하는 것을 말합니다. 

ကုိရီးယားႏုိင္ငံတြင္ ရက္ ၉ဝ ႏွင့္အထက္ ေနထုိင္မည့္ ႏုိင္ငံျခားသားမ်ားကို မွတ္ပံုတင္၍ ကာလရွည္ ေနထုိင္သည့္ 
ႏုိင္ငံျခားသားမ်ား၏ ေနထိုင္မႈႏွင့္ ပတ္သက္ဆက္ႏြယ္မႈတုိ႔ကို အတိအက် သိရွိထားျပီး ထုိ အခ်က္အလက္မ်ားကို 
အုပ္ခ်ဳပ္ေရးစည္းမ်ဥ္းမ်ားတြင္ ထည့္သြင္းစဥ္းစားျခင္းအားျဖင့္ ႏုိင္ငံတကာဥပေဒအရ ႏုိင္ငံျခားသားသုိ႔ ေပးအပ္ရမည့္ 
ရပိုင္ခြင့္မ်ားကို ကာကြယ္ေပးျခင္းပင္ျဖစ္ပါသည္။ 

 대상 မွတ္ပံုတင္ရမည့္သူမ်ား  

외국인 등록은 ①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

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③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

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등 1, 2, 3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ခင္းကို 
၁) ကိုရီးယားႏုိင္ငံသုိ႔ ဝင္ေရာက္လာသည့္ ေန႔မွစ၍ ရက္ ၉ဝ ႏွင့္အထက္ ေနထုိင္မည့္ ႏုိင္ငံျခားသား
၂)   ကိုရီးယားႏုိင္ငံသားကို စြန္႔လႊတ္၍ ျပည္ပႏုိင္ငံသား ခံယူခဲ့သူ သို႔မဟုတ္ ကိုရီးယားႏုိင္ငံတြင္ ေမြးဖြားခဲ့သည့္ 

ႏုိင္ငံျခားသား
၃)   ေနထုိင္ခြင့္ဗီဇာ ရရွိသည့္ ေန႔မွစ၍ ရက္ ၉ဝ ႏွင့္အထက္ ေနထုိင္မည့္ ႏုိင္ငံျခားသား  

စသည္ျဖင့္ နံပါတ္ ၁၊ ၂၊ ၃ ႏွင့္ သက္ဆုိင္သူ အားလံုး မျဖစ္မေန ေဆာင္ရြက္ရမည္။

 시기 အခ်ိန္ကာ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 일부터 90일 이내 

ကိုရီးယားႏိုင္ငံတြင္ ရက္ ၉ဝ ႏွင့္အထက္ ေနထိုင္မည့္ ႏိုင္ငံျခားသား → ျပည္ဝင္သည့္ ေန႔မွစ၍ ရက္ ၉ဝ အတြင္း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즉시) 

ေနထိုင္ခြင့္ဗီဇာရရိွ သုိ႔မဟုတ္ ေျပာင္းလဲခြင့္ရရိွသည့္ ႏိုင္ငံျခားသား → ခြင့္ျပဳခ်က္ရရိွသည္ႏွင့္(ခ်က္ခ်င္း)

 장소 သြားေရာက္ရမည့္ ေနရာ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접수를 합니다. 

သက္ဆိုင္ရာ လူဝင္မႈ ၾကီးၾကပ္ေရးရုံး သုိ႔မဟုတ္ ရုံးခြတဲြင္ ေလွ်ာက္ထားႏိုင္ပါသည္။

 서류 ျပင္ဆင္ရမည့္ စာရြက္စာတမ္းမ်ား 

외국인 등록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비전문 취업(E-9)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လွ်ာက္လႊာ၊ ပတ္စ္ပို႔၊ လိုင္စင္ဓာတ္ပုံ ၂ပုံ(3.5cm x 4.5cm)၊ ကာယလုပ္သားဗီဇာ(E-9)ျဖစ္လွ်င္ 
ႏိုင္ငံျခားသား မွတ္ပုံတင္ ေလွ်ာက္ထားသည့္အခါ ကုမၸဏီမွတ္ပုံတင္မိတၱဴႏွင့္ ဝန္ေဆာင္ခမ်ား လုိအပ္ပါသ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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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ကုိက္ညီတဲ့ အေျဖကုိ ေရြးပါ။
[1~2]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မိန္းကေလးက အခု ဘာလုပ္ေနပါသလဲ။

 ① 사증을 발급 받고 있습니다.  ②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③ 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④ 취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သူတို႔ ႏွစ္ေယာက္က ဘာနဲ႔ပတ္သက္ျပီး ေျပာေနတာလဲ။

 ① 근로 계약  ② 입국 심사

 ③ 취업 교육  ④ 증명서 발급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여권이 필요해요.  ② 네, 입국이 어려워요.

③ 네, 기간이 만료됐어요.  ④ 네, 기간이 좀 남았어요.

အေၾကာင္းအရာ တစ္ခုကုိ နားေထာင္ျပီး ေမးခြန္း ႏွစ္ခုကုိ ေျဖ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ယာက္်ားေလးက ဘာလုပ္မလို႔လဲ။

 ①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②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③ 외국인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④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5.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မလိုအပ္တဲ့ စာရြက္စာတမ္းကို ေရြးပါ။

 ① 여권  ② 사증

 ③ 신청서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Track 165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 ကေန ၃ အထိက အသံဖုိင္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တာ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မးခြန္း ၄ နဲ႔ ၅ ကေတာ့ အသံဖိုင္ကုိ နားေထာင္ျပီး ေမးခြန္း ႏွစ္ခုလုံးအတြက္ အေျဖမွန္ကုိ 
ေရြးေပးရတာပါ။ အသံဖိုင္ကုိ နားမေထာင္ခင္ ဝါက်ေတြကုိ ၾကိဳဖတ္ၾကည့္ထား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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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한국에는 왜 오셨지요? ေယာက္်ားေလးက ဘာေၾကာင့္ ကုိရီးယားလာခဲ့တာလဲ။
 여:  고용허가제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EPS စနစ္နဲ႔ အလုပ္လုပ္ဖုိ႔ လာခ့ဲတာပါ။
 남: 네, 됐습니다. 이쪽에서 지문 등록해 주세요. ဟုတ္ကဲ့၊ ရပါျပီ။ ဒီဘက္မွာ လက္ေဗြႏွိပ္ေပးပါ။
2. 남: 한국에 가면 바로 일을 해요? ကုိရီးယားကုိ ေရာက္ရင္ ခ်က္ခ်င္း အလုပ္လုပ္ရမွာလား။
 여: 아니요, 일하기 전에 한국어도 공부하고, 업무도 배워요. 

  မဟုတ္ပါဘူး။ အလုပ္မလုပ္ခင္ ကုိရီးယားစကားလည္း သင္ယူျပီး အလုပ္လည္း သင္ရပါမယ္။
3. 여: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았어요? ပတ္စ္ပုိ႔သက္တမ္း က်န္ေသးလား။
4-5. 남: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င္ငံျခားသား မွတ္ပံုတင္ လုပ္မလို႔ပါ။
 여:  네, 신청서하고 여권, 증명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세요. 

  ဟုတ္ကဲ့၊ ေလွ်ာက္လႊာနဲ႔ ပတ္စ္ပို႔၊ လိုင္စင္ဓာတ္ပံု၊ ကုမၸဏီမွတ္ပံုတင္ မိတၱဴ ေပးပါ။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③  3. ④  4. ③  5. ②

정답   1. ④

여: 리한 씨, 혹시 책상 위에 있던 제 외국인등록증 못 봤어요?  

 ရီဟန္၊ စားပြဲေပၚမွာ ထားခဲ့တဲ့ ကၽြန္မ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 မေတြ႔မိဘူးလား။
남: 외국인등록증요? 못 봤는데요. 잘 찾아보세요.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 မေတြ႔မိဘူး။ ေသခ်ာ ရွာၾကည့္ပါဦး။
여: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어떡하죠?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ဆက္တိုက္ ရွာၾကည့္ေနတာ မရွိဘူး။ ဘယ္လို လုပ္ရမလဲ။ ဘဏ္စာအုပ္ လုပ္ရဦးမွာ။
남: 좀 더 찾아보고 없으면 빨리 출입국관리소에서 재발급을 받는 게 좋겠어요.  

 နည္းနည္း ထပ္ ရွာၾကည့္ျပီး မရွိရင္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မွာ ျမန္ျမန္ အသစ္ထုတ္ယူတာ ေကာင္းမ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외국인등록증을 못 찾으면 여자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မိန္းကေလးက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ကုိ ရွာမေတြ႔ရင္ ဘယ္ကုိ သြားရမလဲ။

 ① 은행 ② 보험회사 ③ 고용센터 ④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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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에서는 먼저 온 순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အစိုးရရံုးဌာနေတြမွာ အရင္ လာတဲ့ အစဥ္အတိုင္း ေဆာင္ရြက္ေပးလို႔ရေအာင္ တိုကင္ယူရပါတယ္။

     ① 지문을 등록해야  ② 번호표를 뽑아야 

     ③ 신청서를 제출해야  ④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5.

 

등록증을 만들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에 있는                           을 등록합니다.

မွတ္ပံုတင္ကတ္ကုိ ျပဳလုပ္တဲ့အခါ ကာယကံရွင္ဟုတ္မဟုတ္ စစ္ေဆးဖုိ႔အတြက္ လက္မွာ ရွိတဲ့ လက္ေဗြကုိ 
ႏွိပ္ရပါတယ္။

     ① 도장 ② 사인 ③ 서명 ④ 지문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မယ့္ အမွန္ဆုံး အေျဖကုိ ေရြးပါ။

ေအာက္က ပံုကုိ ၾကည့္ျပီး ကုိက္ညီတဲ့ ဝါက်ကုိ ေရြး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여권입니다.  ② 사증입니다.

③ 사진입니다.  ④ 수수료입니다.

2. ① 신청서입니다.  ② 입국 신고서입니다.

③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④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3. ① 통역이 필요해요.  ② 심사가 필요해요.

③ 신청을 해야 해요.  ④ 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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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여권입니다.  ② 사증입니다. 

 ③ 사진입니다.  ④ 수수료입니다.

2.  ① 신청서입니다.   ② 입국 신고서입니다. 

 ③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④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3.  ① 통역이 필요해요.   ② 심사가 필요해요. 

 ③ 신청을 해야 해요.  ④ 등록을 해야 해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공공기관에서는 먼저 온 순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① 지문을 등록해야  ② 번호표를 뽑아야 

③ 신청서를 제출해야  ④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5. 등록증을 만들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에 있는 을 등록합니다. 

① 도장 ② 사인 ③ 서명 ④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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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ရမွာပါ။ ေသခ်ာဖတ္ၾကည့္ျပီး 
ပံုနဲ႔ ကုိက္ညီတဲ့ ဝါက်ကို ေရြးပါ။

ေမးခြန္း ၄ နဲ႔ ၅ ကေတာ့ ကြက္လပ္ထဲ ျဖည့္ရမယ့္ မွန္ကန္တဲ့ စကားလံုးကုိ ေရြးေပးရမွာပါ။ ေသခ်ာ 
ဖတ္ၾကည့္ျပီး တစ္ခုကို ေရြးပါ။

정답   1. ①  2. ②  3. ①  4. ②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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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29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နာမ္ကုိ အထူးျပဳတ့ဲ ‘မယ့္ -(으)ㄹ’ ဆိုတ့ဲ စကားရဲ႕ အေနာက္မွာ ‘ㄱ, ㄷ,  ㅂ, ㅅ, ㅈ’  ရိွရင္ [ㄲ], [ㄸ], [ㅃ], [ㅆ], [ㅉ] 
အသံကို ေျပာင္းသြားပါတယ္။

(1) 먹을 것, 살 곳, 올 사람

(2) 죽을 병, 갈 곳

(3) 주말에 갈 곳이 없어요. / 먹을 것이 많아요.

정답   1. ④   2. ②   3. ④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မွာ ျဖည့္ရမယ့္ အသင့္ေတာ္ဆုံး စကားကို ေရြးပါ။

1.

  
해외로 여행을 갈 때는 여권을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ပည္ပကို ခရီးသြားတဲ့အခါ ပတ္စ္ပုိ႔ကို မေပ်ာက္ေအာင္ ဂရုစုိက္ရမယ္။

  ① 교환하지 ② 사용하지 ③ 연기하지 ④ 분실하지

2.

  

부모님께서 오늘 7시 비행기로 고향에 가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에 가야 

합니다. 

မိဘေတြက ဒီေန႔ ၇ နာရီေလယာဥ္နဲ႔ ဇာတိကို ျပန္ၾကပါမယ္။ ဒါေၾကာင့္ မိဘေတြကုိ ေလဆိပ္လိုက္ပို႔ရပါမယ္။

  ① 은행 ② 공항 ③ 사무실 ④ 운동장

3.

  

오늘 저녁에 리한 씨 집에서 회사 사람들과                                      . 저는 고향 음식을 준비해 

갈 겁니다.

ဒီေန႔ ညေန ရီဟန္တို႔အိမ္မွာ ကုမၸဏီက လူေတြန႔ဲ ဆုံဖုိ႔ လုပ္ထားပါတယ္။ ကၽြန္ေတာ္ကေတာ့ ဇာတိအစားအစာကုိ 
ျပင္ဆင္သြားပါမယ္။

  ① 떠드는 편입니다 ② 모이는 편입니다 

  ③ 떠들기로 했습니다 ④ 모이기로 했습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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ဂ်ီဟြန္းနဲ႔ ရီဟန္တုိ႔က အာမခံ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တယ္။ သူတုိ႔ ဘာေတြ ေျပာေနၾကသလဲ။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리한  형, 상해 보험 들었어요? အစ္ကို၊ ထိခုိက္ဒဏ္ရာရအာမခံ သြင္းထားလား။

지훈  응? 당연하지. 너도 들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거든. 
  အင္း၊ သြင္းထားတာေပါ့။ မင္းလည္း သြင္းထားရမယ္။ EPS စနစ္နဲ႔ ကိုရီးယား လာတဲ့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ဆိုရင္ မျဖစ္မေန သြင္းရတယ္ေလ။

리한  그래요? 전 산재 보험이 있어서 상해 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ဟုတ္လား။ ကၽြန္ေတာ္က အလုပ္ခြင္ထိခုိက္မႈအာမခံ ရွိထားေတာ့ 
ထိခုိက္ဒဏ္ရာရအာမခံက မသြင္းလည္း ရတယ္ထင္ထားခဲ့တာ။

지훈  아니지. 산재 보험은 업무 상 재해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상해 보험

은 업무 외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가 있어. 
  ဘယ္ဟုတ္မလဲ။ အလုပ္ခြင္ထိခုိက္မႈအာမခံက အလုပ္ခြင္ထဲမွာ ထိခိုက္မိမွ 

ရတာ။ ထိခုိက္ဒဏ္ရာရအာမခံက အလုပ္ခြင္ ျပင္ပက မေတာ္တဆမႈပဲျဖစ္ျဖစ္ 
ေရာဂါျဖစ္တဲ့အခ်ိန္ေတြမွာလည္း ေလ်ာ္ေၾကး ရႏုိင္တယ္။

리한  아, 그렇구나. 그럼 회사에 신청하는 거예요? 

  အာ၊ ဟုတ္လား။ ဒါဆိုရင္ ကုမၸဏီကုိ ေလွ်ာက္ရမွာလား။

지훈  아니. 외국인 전용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해. 내가 전화번호 알려 줄게. 
  မဟုတ္ဘူး။ ႏုိင္ငံျခားသား သီးသန္႔ ထိခုိက္ဒဏ္ရာရအာမခံကုိ ေလွ်ာက္ရမွာ။ ငါ 

ဖုန္းနံပါတ္ ေျပာျပမယ္။

외국인 전용

ႏုိင္ငံျခားသား သီးသန္႔

54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အာမခံေၾကးေလွ်ာက္မလို႔ပါ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1.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뭐예요?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က မျဖစ္မေန စာရင္းသြင္းထားရမယ့္ အာမခံက ဘာလဲ။

2. 산재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အလုပ္ခြင္ထိခုိက္မႈအာမခံ စာရင္းသြင္းထားရင္ ဘယ္လုိ ခံစားခြင့္ေတြ ရွိလဲ။

정답   1. 상해 보험  2. 업무 상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အာမခံ ထားရွိျခင္း၊ အာမခံေၾကး ေတာင္းခံျခင္း
□အသံုးခ်သင္ခန္းစာ  အာမခံ လမ္းညႊန္
□ေဝါဟာရ  အာမခံ ထားရွိျခင္း၊ အာမခံေၾကး ေတာင္းခံျခ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အာမခံ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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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က စကားလံုးေတြကေတာ့ အာမခံနဲ႔ သက္ဆုိင္တဲ့ အသံုးအႏႈန္းေတြပါ။ 
ဘာေတြရွိမလဲၾကည့္ရေအာင္။

상해 보험
ထိခုိက္ဒဏ္ရာရအာမခံ

보험에 가입하다
အာမခံထားသည္

산재 보험
အလုပ္ခြင္ထိခုိက္မႈအာမခံ 

보험료를 내다
အာမခံေၾကး 

ေပးသြင္းသည္

질병
ေရာဂါ

상해
ထိခိုက္ဒဏ္ရာရမႈ

장애
မသန္မစြမ္းျဖစ္ျခင္း

사망
ေသဆုံးျခင္း 

보상을 받다
ေလ်ာ္ေၾကးရ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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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보험 가입 Enrollment in insurance plans

상해 보험 산재 보험 보험에 가입하다 보험료를 내다/납입하다
accident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o enroll in insurance plans to pay an insurance premium

질병 상해 장해 사망
disease injury disability death

보상을 받다 보험금을 환급 받다 만기가 되다 소멸되다
to receive settlement funds to have expenses reimbursed to expire to lapse

4대 보험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chemesTip

4대 보험이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

니다. 연금 보험,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국의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고, 국민연금은 국가

간 상호주의입니다.

The purpose of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chemes (SISs) designed by the Korean government agency is to 
improve national welfare. The four major SISs include national pension insurance,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Not only Korean nationals, but migrant workers who are eligible are 
also required to enroll in the four major SISs.  (Note. Enrolment in employment insurance is voluntary, while pension 
insurance is applied to the reciprocity agreement betwee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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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환급 받다
အာမခံေၾကးျပန္ရသည္

만기가 되다
သက္တမ္းကုန္ဆုံးသည္

소멸되다
မရွိေတာ့ပါ

4대 보험이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 보

험,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국의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 보험은 임의 가입이고, 국민연금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릅니다.)

အာမခံၾကီး ၄ခုဆုိသည္မွာ ျပည္သူမ်ား၏ သာယာဝေျပာေရးအတြက္ ႏုိင္ငံေတာ္မွ ၾကီးၾကပ္ကြပ္ကဲသည့္ အာမခံျဖစ္ပါသည္။ 
သက္ဆုိင္သူအားလုံးသည္ တာဝန္တစ္ရပ္အေနျဖင့္ အသင္းဝင္ရျပီး ပင္စင္အာမခံ၊ က်န္းမာေရးအာမခံ၊ အလုပ္အာမခံ၊ 
အလုပ္ခြင္ထိခုိက္မႈအာမခံဟူ၍ ရွိပါသည္။ ႏုိ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လည္း ကိုရီးယားမ်ားနည္းတူ အာမခံၾကီး ၄ခုကို 
ေပးသြင္းရပါသည္။(ျခြင္းခ်က္-အလုပ္အာမခံမွာ ယာယီထားရွိမႈျဖစ္ျပီး ပင္စင္အာမခံမွာလည္း ႏွစ္ႏုိင္ငံအၾကား အျပန္အလွန္ 
ညႇိႏႈိင္းခ်က္မ်ားအေပၚ မူတည္ပါသည္။)

Tip 4대 보험 အာမခံၾကီး ၄ခု

어휘 1  ေ၀ါဟာရ ၁ 보험 가입 အာမခံထားျ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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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이번 달에 보험료를 안 내셨네요.

나: 통장에 돈이 없었나 봐요. 어떻게  되죠?

① 보험에 가입하면  ② 보험료를 납입하면

1) 

가: 지난번에 많이 아파서 일도 못 했다면서요?

나: 네, 혹시 보험 회사에서  있을까요?

① 보상을 받을 수  ② 보험료를 낼 수

2) 

가: 이 보험료는 좀 비싼 것 같아요.

나: 네, 이 보험은 만기가 되면  보험이라서 그래요.

① 소멸되는  ② 환급 받는

3)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질병

장해

상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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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이번 달에 보험료를 안 내셨네요. ဒီလ အာမခံေၾကး မသြင္းထားပါလား။
나: 통장에 돈이 없었나 봐요. 어떻게                           되죠?

      ဘဏ္စာအုပ္ထဲမွာ ေငြမရွိခဲ့ဘူးနဲ႔တူတယ္။ အာမခံေၾကးကို ဘယ္လို ေပးသြင္းရင္ ရမလဲ။

① 보험에 가입하면 ② 보험료를 납입하면

2) 
가: 지난번에 많이 아파서 일도 못 했다면서요?  

 ျပီးခဲ့တဲ့ တစ္ေခါက္က အရမ္း ေနမေကာင္းလုိ႔ အလုပ္ မလုပ္ခဲ့ႏုိင္ဘူးဆို။
나: 네, 혹시 보험 회사에서                            있을까요?

   ဟုတ္ကဲ့၊ အာမခံ ကုမၸဏီကေန ေလ်ာ္ေၾကး ရႏိုင္မလားခင္ဗ်ာ။

① 보상을 받을 수 ② 보험료를 낼 수

3) 
가:  이 보험료는 좀 비싼 것 같아요. ဒီ အာမခံေၾကးက နည္းနည္း ေစ်းၾကီးသလိုပဲေနာ္။
나: 네, 이 보험은 만기가 되면                           보험이라서 그래요.

    ဟုတ္တယ္။ ဒီ အာမခံေၾကးက သက္တမ္းျပည့္ရင္ ျပန္ရတဲ့ အာမခံမုိ႔လုိ႔ပါ။

① 소멸되는 ② 환급되는

㉠ 질병

㉡ 장애

㉢ 상해

㉣ 사망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နဲ႔ တြဲဆက္ပါ။

ကြက္လ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ရြးျပီး ဝါက်ကုိ ျဖည့္စြက္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①

②

③

④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①-㉠  ②-㉢  ③-㉡  ④-㉣  2. 1) ②   2) ①   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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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က စကားေျပာကေတာ့ အလုပ္ခြင္ မေတာ္တဆမႈ အေၾကာင္းျဖစ္ပါတယ္။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ရေအာင္။

바루  작업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혹시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အလုပ္လုပ္ရင္းက လက္ကုိ ထိသြားလို႔ပါ။ ေဆးရံုစရိတ္ကုိ  

ျပန္ရႏုိင္မလား။ 

직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ဘယ္အခ်ိန္ ဘယ္ေနရာမွာ ဘယ္လုိ ထိခိုက္ခ့ဲတာလဲဆိုတာ ေျပာျပေပးပါလား။

바루  3일 전에 작업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

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လြန္ခ့ဲတ့ဲ ၃ ရက္က အလုပ္ခြင္မွာ မ်က္ႏွာျပင္အေခ်ာကုိင္ေနရာက စက္ထဲ 

လက္ပါသြားတာပါ။

직원  많이 다치셨겠네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တာ္ေတာ္ ထိခုိက္သြားမွာပဲ။ အခုေကာ သက္သာရဲ႕လား။

바루  네, 사고 난 후에 빨리 수술을 받아서 괜찮아요. 
  ဟုတ္ကဲ့၊ မေတာ္တဆမႈျဖစ္ျဖစ္ခ်င္း အျမန္ ခြဲစိတ္လိုက္လို႔ သက္သာပါတယ္။

직원  다행이네요.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발생 당시의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신청서 한 부 작성해 주시

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တာ္ေသးတာေပ့ါ။ အလုပ္ခြင္ထိခုိက္မႈ ေလွ်ာက္ထားမယ္ဆိုရင္ ထိခုိက္မႈ 

ျဖစ္ပြားခ်ိန္က ေဆးကုသမႈ မွတ္တမ္းက အေရးၾကီးပါတယ္။ အရင္ဆံုး ဒီ 
ေလွ်ာက္လႊာ တစ္စံု ျဖည့္ေပးျပီး ေဆးရံုကေန ေဆးမွတ္တမ္း ယူလာရင္ 
ရပါျပီ။

빨려 들어가다

ပါသြားသည္ 

1. 바루는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ဘာရူက ဘယ္လိုကေနဘယ္လုိ ထိခုိက္သြားတာလဲ။

2. 산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အလုပ္ခြင္ ထိခုိက္မႈ ေလွ်ာက္ထားမယ္ဆိုရင္ ဘယ္လုိ လုပ္ရမလဲ။

ဒီတစ္ခါေတာ့ မိမိကုိယ္ကို ဘာရူနဲ႔ ဝန္ထမ္းအျဖစ္ သေဘာထားျပီး စကားေျပာကို လုိက္ဆုိၾကည့္ပါ။ 
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연마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2. 진단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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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မခံေၾကး ေတာင္းခံျခင္းနဲ႔ သက္ဆုိင္တဲ့ စကားလံုးေတြကို ၾကည့္ၾကရေအာင္။

보험을 청구하다
အာမခံေၾကး 

ေလွ်ာက္ထားသည္

지급 심사를 받다
ေငြျပန္ေပးရန္ 

စစ္ေဆးခံသည္ 

보험금을 지급하다
အာမခံေၾကး ျပန္ေပးသည္

보험금을 타다
အာမခံေၾကး ျပန္ရသည္

청구서 
ေတာင္းခံလႊာ 

영수증
ေျပစာ

내역서
ပါဝင္မႈအေသးစိတ္

진단서
ေဆးစာ

병원비
ေဆးရံုစရိတ္

치료비/요양비
ေဆးကုသစရိတ္/

က်န္းမာေရး
ေစာင့္ေရွာက္မႈစရိတ္

휴업 급여
အလုပ္နားလစာ

장애 보상금
မသန္မစြမ္းျဖစ္မႈေလ်ာ္ေၾကး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에 각 한부씩 총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 제출할 신청서 뒷

면에는 진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အရင္ဆံ ုး အလုပ္သမားေထာက္ပံ ့ေရးစင္တာရဲ႕ အင္တာနက္စာမ်က္ႏွာမွာ က်န္းမာေရးေစာင့ ္ေရွာက္မႈလစာ 
ေလွ်ာက္လႊာကို ေဒါင္းလုတ္လုပ္ျပီး ျဖည့္စြက္ျပီး အလုပ္ လိပ္စာရဲ႕ သက္ဆုိင္ရာ အလုပ္သမားေထာက္ပံ့ေရးစင္တာ ရံုးခြဲ၊ 
ေဆးရံုနဲ႔ ကုမၸဏီကို တစ္စံုစီ စုစုေပါင္း ၃ စံု တင္ရပါမယ္။ ေဆးရံုကို တင္တဲ့ ေလွ်ာက္လႊာ အေနာက္ျခမ္းမွာ ေဆးစာကို 
ျဖည့္ေပးရပါမယ္။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오

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အလုပ္ေၾကာင့္ ထိခုိက္မႈ ဟုတ္မဟုတ္ ထင္ရွားရင္ တစ္ပတ္အတြင္း အေျဖ ထြက္ေပမဲ့ ျဖစ္ရပ္ ဆက္ႏြယ္မႈကို စိစစ္ဖုိ ႔ 
လိုတဲ့အခါ အခ်ိန္အၾကာၾကီး ၾကာတတ္ပါတယ္။

Tip 산재를 신청하려면 အလုပ္ခြင္ထိခုိက္မႈအာမခံ ေလွ်ာက္ထားမယ္ဆုိရင္

어휘 2  စကားေျပာ ၂ 보험금 청구 အာမခံေၾကး ေတာင္းခံျ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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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4과_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251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청구서

영수증

병원비

휴업 급여

→ → →

연습 2

보험금을 타다       지급 심사를 받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청구하다보기

1) 2) 3) 4)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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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청구서

영수증

병원비

휴업 급여

→ → →

연습 2

보험금을 타다       지급 심사를 받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청구하다보기

1) 2) 3) 4)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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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နဲ႔ တြဲဆက္ပါ။

보험금을 타다      지급 심사를 받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청구하다
အာမခံေၾကးရသည္     ေငြျပန္ေပးရန္ 

စစ္ေဆးခံသည္   
အာမခံေၾကး 
ျပန္ေပးသည္ 

အာမခံေၾကး 
ေတာင္းခံသည္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1) 2) 3) 4)

㉠ 청구서

㉡ 영수증

㉢ 병원비

㉣ 휴업 급여

①

②

③

④

정답  1. 1) 보험금을 청구하다  2) 지급 심사를 받다  3) 보험금을 지급하다  4) 보험금을 타다

 2. ①-㉡  ②-㉠  ③-㉣  ④-㉢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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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အာမခံ လမ္းညႊန္ျဖစ္ပါတယ္။ ေသခ်ာ ဖတ္ၾကည့္ျ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င္ငံျခားသားသီးသန္႔ အလုပ္သမား အာမခံ

출국 만기 보험 

သက္တမ္းျပည့္ ျပည္ေတာ္ျပန္ အာမခံ
귀국 비용 보험 

ျပည္ေတာ္ျပန္စရိတ္ အာမခံ

도입 목적 

ရည္ရြယ္ခ်က္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လုပ္သက္ဆုေၾကး ေပးသြင္းရျခင္း 
ဝန္ထုပ္ဝန္ပိုးကုိ ေလ်ာ့နည္းေစရန္ 

귀국 시 필요한 항공비 충당

ျပည္ေတာ္ျပန္သည့္အခါ လုိအပ္သည့္ 
ေလယာဥ္စရိတ္ ပံ့ပိုးေပးျခင္း

근거

သက္ဆိုင္ရာဥပေဒ

외국인 고용법 제13조 

ႏုိင္ငံျခားသား ခန္႔အပ္ျခင္းဥပေဒ အပုိဒ္ ၁၃ 

동법 시행령 제21조 

နည္းဥပေဒ အပိုဒ္ ၂၁ 

외국인 고용법 제15조 

ႏုိင္ငံျခားသား ခန္႔အပ္ျခင္းဥပေဒ အပုိဒ္ ၁၅ 

동법 시행령 제22조 

နည္းဥပေဒ အပိုဒ္ ၂၂

보험 가입 

အာမခံ စာရင္းသြင္းျခင္း
사업주 အလုပ္ရွင္ 외국인 근로자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가입 시기 

စာရင္းသြင္းရမည့္ကာ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အလုပ္စာခ်ဳပ္ အက်ဳံးဝင္ေန႔မွ စ၍ ၁၅ ရက္အတြ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

အလုပ္စာခ်ဳပ္ အက်ဳံးဝင္ေန႔မွစ၍ ရက္ ၈ဝ အတြင္း 

보험금 납부 방법
အာမခံေၾကး 

ေပးသြင္းရမည့္ပံုစံ
매월 적립 လစဥ္ ေပးသြင္း 일시금 တစ္ၾကိမ္တည္းေပးသြင္း 

보험금 지급 사유

အာမခံေၾကး ျပန္ေပးျခင္း 

사업장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အလုပ္ခြင္မွ ထြက္မေျပးဘဲ ၁ႏွစ္ႏွင့္အထက္ 
လုပ္ကုိင္ခဲ့ေသာ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 
အျပီးျပန္လွ်င္(ေခတၱျပန္သူမ်ား မပါ)

외국인 근로자 출국(일시 출국 제외)

-자진 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 မိမိသေဘာျဖင့္ 
အျပီးျပန္လွ်င္(ေခတၱျပန္သူမ်ား မပါ) သို႔မဟုတ္ 
ျပည္ႏွင္ခံရသူလည္း အက်ဳံးဝင္ပါသည္။

◆  미리 보험금을 청구하면 인천공항에서도 보험금을 받고 환전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အာမခံေၾကး ၾကိဳတင္ ေတာင္းခံလွ်င္ အင္ခၽြန္းေလဆိပ္တြင္ အာမခံေၾကးကုိ ထုတ္ယူ၍ ေငြလဲလွယ္ႏုိင္သည့္ ဝန္ေဆာင္မႈကုိ 
ရရွိႏုိင္ပါသည္။

အေပၚက ဇယားထဲက အေၾကာင္းအရာေတြနဲ႔ ဆက္စပ္တာေတြကုိ တြဆဲက္ပါ။

㉡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① 귀국 비용 보험

② 출국 만기 보험

㉠ 한 번에 보험료 납입

㉣ 근로계약 후 보름 내 가입

외국인 근로자 보험 안내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위 표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정답   1. ①-㉠/㉡, ②-㉢/㉣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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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보험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အာမခံ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င္ငံျခားသားသီးသန္႔ အလုပ္သမား အာမခံ 

외국인 근로자는 4대 보험 외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용 보험으로는 출국 만기 보험, 귀국 비

용 보험, 상해 보험, 임금 체불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국 비용 보험과 상해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ဟာ အာမခံၾကီး ၄ခုအျပင္ ႏိုင္ငံျခားသားသီးသန္႔ အလုပ္သမား အာမခံကုိလည္း ထားရိွရပါတယ္။ သီးသန္႔ 
အာမခံဆိုတာကေတာ့ သက္တမ္းျပည့္ျပည္ေတာ္ျပန္အာမခံနဲ႔ ျပည္ေတာ္ျပန္စရိတ္ အာမခံ၊ ထိခိုက္ဒဏ္ရာရအာမခံ၊ လစာမရရိွမႈအာမခံတို႔ 
ျဖစ္ပါတယ္။ အဲဒီအထဲကမွ ျပည္ေတာ္ျပန္စရိတ္ အာမခံနဲ႔ ထိခုိက္ဒဏ္ရာရအာမခံကေတာ့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 မျဖစ္မေန 
ေပးသြင္းရပါတယ္။

보험의 종류
အာမခံအမ်ဳိးအစား

가입 목적
ရည္ရြယ္ခ်က္

가입 주체
ေပးသြင္းရမည့္သူ

고용 보험

အလုပ္အာမခံ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생활 안정, 재취업 지원

အလုပ္လက္မဲ့ မျဖစ္ေစရန္၊ အလုပ္ခန္႔အပ္မႈ တိုးျမင့္ေစရန္ႏွင့္ 
ဘဝရပ္တည္မႈ တည္ျငိမ္ရန္၊ အလုပ္သစ္ရွာေဖြမႈတြင္ 
အေထာက္အကူျဖစ္ေစရန္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အလုပ္ရွင္ႏွင့္ ႏိုင္ငံျခား 
သားအလုပ္သမား

산재 보험

အလုပ္ခြင္ထိခုိက္မႈအာမ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အလုပ္ခြင္ထိခုိက္မႈအတြက္ ေပးေလ်ာ္ရန္၊ က်န္းမာေရးေစာင့္ေရွာက္ရန္ႏွင့္ 
ဒဏ္ရာျပန္လည္ေကာင္းမြန္လာေရး ကူညီေပးရန္ 

사용자

အလုပ္ရွင္

건강 보험

က်န္းမာေရးအာမခံ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사망 및 보건 증진

ေရာဂါႏွင့္ ထိခုိက္မႈမ်ား ၾကိဳတင္ကာကြယ္ျခင္း၊ ေဆးစစ္ျခင္း၊ ကုသျခင္း၊ 
ေသဆုံးျခင္း စသည့္ က်န္းမာေရးက႑ ဖြံ႔ျဖိဳးေစရန္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အလုပ္ရွင္ႏွင့္ ႏိုင္င ံ
ျခားသားအလုပ္သမား

국민 연금

ပင္စင္အာမခံ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

အသက္ၾကီးလာျခင္း၊ မသန္စြမ္းေတာ့ျခင္း၊ ေသဆုံးျခင္း စသည့္ 
အေၾကာင္းမ်ားေၾကာင့္ ဝင္ေငြမရွိေတာ့သူမ်ားႏွင့္ က်န္ရစ္သူမိသားစုမ်ား၏ 
ဘဝရပ္တည္မႈအတြက္ ေထာက္ပံ့ေပးရန္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အလုပ္ရွင္ႏွင့္ ႏိုင္င ံ
ျခားသားအလုပ္သမား

귀국 비용 보험

ျပည္ေတာ္ျပန္စရိတ္အာမခံ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 충당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 ျပည္ေတာ္ျပန္သည့္အခါ 
လုိအပ္သည့္စရိတ္ ပံ့ပုိးရန္

외국인 근로자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상해 보험

ထိခုိက္ဒဏ္ရာရအာမခံ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질병 대비

အလုပ္ခြင္ထိခုိက္မႈ မဟုတ္ေသာ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သဆုံးမႈႏွင့္ 
ေရာဂါဘယမ်ားအတြက္ ၾကိဳတင္ျပင္ဆင္ရန္ 

외국인 근로자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출국 만기 보험

သက္တမ္းျပည့္
ျပည္ေတာ္ျပန္အာမခံ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အေသးစားႏွင့္အလတ္စားလုပ္ငန္းမ်ားမွ လုပ္သက္ဆုေၾကးကုိ 
တစ္ၾကိမ္တည္း ေပးသြင္းရသည့္ ဝန္ထုပ္ဝန္ပုိးကုိ ေလွ်ာ့ခ်ေပးရန္ 

사용자

အလုပ္ရွင္

임금 체불 보증 보험

လစာမရရွိမႈအာမ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대비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 လစာ မရရွိမႈကုိ ေျဖရွင္းရန္ 
사용자

အလုပ္ရွင္

 보증 보험금 신청 및 수령 အာမခံေၾကး ေလွ်ာက္ထားျခင္းႏွင့္ ရယူျခင္း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근로감독과에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

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내에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 

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하는 보험금 사업자(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 보험료(최저 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သည္ အလုပ္ခြင္တြင္ လစာ မရရွိမႈ ျဖစ္ပြားခဲ့ေသာ္ အလုပ္သမားဝန္ၾကီးဌာန အလုပ္သမားစင္တာ 
သုိ႔မဟုတ္ အလုပ္သမားၾကီးၾကပ္ေရးရံုးသို႔ လစာမရရွိမႈကုိ တိုင္ၾကား၍ စစ္ေဆးေစျပီး ကုိရီးယား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ဌာနသို႔ 
အာမခံေၾကးကုိ ေလွ်ာက္ထားႏုိင္သည္။ အာမခံကာလအတြင္း လစာမရရွိမႈ မဟုတ္ဘဲ အျခား အေၾကာင္းရင္း(အလုပ္မ ွ
ထြက္ေျပးျခင္း၊ မိမိႏုိင္ငံသုိ႔ ျပန္သြားျခင္း၊ ေသဆုံးျခင္း)ေၾကာင့္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င့္ အလုပ္စာခ်ဳပ္ ပ်က္ျပယ္သြားခဲ့ေသာ္ 
အာမခံကုမၸဏီ(ဆိုးလ္အာမခံ)သုိ႔ ေပးသြင္းခဲ့ေသာ အာမခံေၾကး အနက္မွ အပိုအာမခံေၾကး(အနိမ့္ဆုံး အာမခံေၾကး)ကုိ ဖယ္၍ 
မူလအာမခံေၾကးကုိ ေတာင္းခံရရွိႏုိင္သ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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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တို႔ကုိ ေသခ်ာ နားေထာင္ျပီး ဘာအေၾကာင္း ေျပာေနတာလဲဆိုတာ ေရြးပါ။
[1~2]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 ① 보험 가입  ② 보험금 납입 ③ 보험금 환급  ④ 보험금 청구

2. ① 내역서 ② 진단서 ③ 청구서  ④ 영수증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매달 보험료를 내요.   ② 네, 지금 식사 중이에요.

③ 네, 귀국 전에 신청하려구요. ④ 네, 입국하자마자 가입했어요.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ကိုက္ညီတဲ့ အေျဖကုိ ေရြးပါ။
[4~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သူတို႔ ႏွစ္ေယာက္က ဘာ အာမခံအေၾကာင္း ေျပာေနတာလဲ။

 ① 산재 보험  ② 상해 보험  ③ 귀국 비용 보험  ④ 출국 만기 보험

5.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သူတို႔ ႏွစ္ေယာက္က ဘာ 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လဲ။

 ① 병원비  ② 치료비  ③ 휴업 급여  ④ 장애 보상금

Track 168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အသံဖုိင္ကို နားေထာင္ျပီး သူတုိ႔ ဘာအေၾကာင္း ေျပာေနတယ္ဆိုတာ 
ေရြးေပးရတာျဖစ္ပါတယ္။ နံပါတ္ ၃ ကေတာ့ ေမးခြန္းရဲ႕ အေျဖအေနနဲ႔ ကုိက္ညီတာကို 
ေရြးေပးရမွာျဖစ္ပါတယ္။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မးခြန္း ၄ နဲ႔ ၅ ကေတာ့ အသံဖုိင္ကို နားေထာင္ျပီး ေမးခြန္းရဲ႕ အေျဖကို ေရြးေပးရမွာပါ။ အသံဖုိင္ကို 
နားမေထာင္ခင္ ေမးခြန္းေ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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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အာမခံ စာရင္းသြင္းမလို႔ပါ။
 여: 네, 이쪽에 앉으세요. ဟုတ္ကဲ့၊ ဒီဘက္မွာ ထိုင္ပါ။
2. 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볼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အာမခံေၾကးကုိ ေတာင္းခံတဲ့အခါ ဘယ္လို ကုသမႈမ်ဳိး ခံယူခဲ့တယ္ဆိုတာ ၾကည့္လုိ႔ရတဲ့ စာရြက္စာတမ္း လုိတယ္လို႔ 
ေျပာပါတယ္။

 남: 아, 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အာ၊ အဲဒီ စာရြက္စာတမ္းက ေဆးရံုကေန ထုတ္ယူလို႔ရပါတယ္။
3. 남: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အာမခံေၾကး ေတာင္းထားတာလား။
4. 남:  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ဒီ အာမခံက မျဖစ္မေန ထားရမယ့္ အာမခံလား။
 여:  네,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가입해야죠.  

 ဟုတ္ကဲ့၊ အလုပ္ခြင္ မဟုတ္တဲ့ ေနရာမွာ ထိခုိက္ႏုိင္တယ္မဟုတ္လား။ မျဖစ္မေန ထားရမွာေပါ့။
5. 여:  지난번에 치료 받으신 후에도 계속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죠? 

  ျပီးခဲ့တဲ့ တစ္ေခါက္က ကုသမႈခံယူျပီးတာေတာင္မွ ဆက္တိုက္ မသက္သာဘူးဟုတ္လား။
 남:  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어요? 

  ဟုတ္ကဲ့၊ ဒီလုိ အေျခအေနမ်ဳိးမွာ ရႏုိင္တဲ့ နစ္နာေၾကး ရွိလား။
 여: 네, 있습니다. ဟုတ္ကဲ့၊ ရွိပါတယ္။

듣기 대본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မိန္းကေလးက အခု ဘယ္မွာရွိေနလဲ။

 ① 병원 ② 상담소 ③ 사무실 ④ 보험회사

남: 모니카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မုိနီခါ၊ ပင္ပန္းသြားျပီ။
여:  고맙습니다, 사장님.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요. 

 ဟုတ္ကဲ့၊ ေက်းဇူးတင္ပါတယ္ သူေဌး။ မနက္ျဖန္ဆို ေဆးရံုဆင္းလုိ႔ရျပီတဲ့။
남:  빨리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입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မန္ျမန္ သက္သာလို႔ ေတာ္ေသးတယ္။ က်န္းမာေရးအာမခံ ရိွေတာ့ ေဆးရုံစရိတ္ကုိ စိတ္မပူနဲ႔။
여: 네, 정말 감사합니다. ဟုတ္ကဲ့၊ တကယ္ ေက်းဇူးတင္ပါ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②  5. ④

정답   1. ①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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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사망했어요. ② 장해가 남았어요. 

 ③ 질병에 걸렸어요.  ④ 상해를 입었어요. 

2.  ① 영수증입니다.  ② 내역서입니다. 

 ③ 청구서입니다.  ④ 진단서입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보험금을  먼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 내려면 ② 타려면 ③ 신청하려면 ④ 지급하려면

4. 이 보험은 이/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기 ② 신청 ③ 소멸 ④ 보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 다쳐서 일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떡해요.

 남: 그래도 보험금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① 병원비 ② 치료비 ③ 휴업 급여 ④ 장해 보상금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55 2014-06-11   오전 9:55:01

   54과_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25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사망했어요. ② 장해가 남았어요. 

 ③ 질병에 걸렸어요.  ④ 상해를 입었어요. 

2.  ① 영수증입니다.  ② 내역서입니다. 

 ③ 청구서입니다.  ④ 진단서입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보험금을  먼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 내려면 ② 타려면 ③ 신청하려면 ④ 지급하려면

4. 이 보험은 이/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기 ② 신청 ③ 소멸 ④ 보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 다쳐서 일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떡해요.

 남: 그래도 보험금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① 병원비 ② 치료비 ③ 휴업 급여 ④ 장해 보상금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55 2014-06-11   오전 9:55:01

3.

 
보험금을                          먼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အာမခံေၾကး ထုတ္ယူမယ္ဆုိရင္ အရင္ဆုံး အာမခံေၾကးကုိ ေတာင္းခံရပါမယ္။

     ① 내려면 ② 타려면 ③ 신청하려면 ④ 지급하려면

4.

 

이 보험은                         이/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ဒီ အာမခံေၾကးကေတာ့ သက္တမ္းျပည့္သြားတဲ့အခါ ဒီေန႔အထိ ေပးသြင္းခဲ့တဲ့ အာမခံေၾကးကုိ အကုန္ 
ျပန္ရႏုိင္ပါတယ္။

     ① 만기 ② 신청 ③ 소멸 ④ 보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여: 다쳐서 일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떡해요.

      ဒဏ္ရာရျပီး အလုပ္လည္း မလုပ္ႏုိင္၊ ဘဝရပ္တည္မႈလည္း ခက္ခဲ၊ ဒုကၡပါပဲ။
남: 그래도 보험금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ဒါေပမဲ့ အာမခံေၾကးက ပံုမွန္ လုပ္အားခရဲ႕ ၇ဝ% ရႏိုင္ေသးလို႔ ေတာ္ေသးတာေပ့ါ။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သူတို႔က ဘာ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လဲ။

     ① 병원비 ② 치료비 ③ 휴업 급여 ④ 장애 보상금

ေအာက္က ပံုကုိ ၾကည့္ျပီး ကိုက္ညီတဲ့ ဝါက်ကုိ ေရြး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사망했어요.  ② 장애가 남았어요.

③ 질병에 걸렸어요.  ④ 상해를 입었어요.

2. ① 영수증입니다.  ② 내역서입니다.

③ 청구서입니다.  ④ 진단서입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 ပံုနဲ႔ ကိုက္ညီတဲ့ ဝါက်ကို ေရြးေပးရမွာျဖစ္ပါတယ္။ ဝါက်ကို ေသခ်ာ ဖတ္ၾကည့္ျပီး 
အေျဖမွန္ကို ေရြးပါ။

ေမးခြန္း ၃ နဲ႔ ၄ ကေတာ့ ကြက္လပ္ထဲ ျဖည့္ရမယ့္ သင့္ေတာ္တဲ့ စကားလံုးကုိ ေရြးေပးရမွာပါ။ ေမးခြန္း 
၅ ကေတာ့ စကားေျပာကို ဖတ္ျပီး ေမးခြန္းကို ေျဖရမွာပါ။ ေသခ်ာ ဖတ္ၾကည့္ျပီး ေမးခြန္းေတြကို ေျဖပါ။

정답   1. ②  2. ①  3. ②  4. ①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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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30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ၾကိယာစကားလံုးရဲ႕ အသတ္ ‘ㄴ, ㅁ’ ရဲ႕ အေနာက္မွာ ‘ㄱ, ㄷ,  ㅅ, ㅈ’ နဲ႔ စတဲ့ စကားဆက္(သဒၵါ)ေတြ ရွိရင္ 
[ㄲ], [ㄸ], [ㅆ], [ㅉ] အသံကို ေျပာင္းသြားပါတယ္။ 

(1) (신발을) 신고, (아기를) 안다

(2) (실을) 감자, (음식이) 남고

(3)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머리를 감자

정답   1. ②   2. ①   3. ③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မယ့္ အမွန္ဆုံး အေျဖကုိ ေရြးပါ။

1.

  

귀국할 때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려면 귀국 비용 보험에                      것이 좋습니다.

ကုိယ့္ႏုိင္ငံကုိ ျပန္တဲ့အခါ လိုအပ္တဲ့ ကုန္က်စရိတ္ကုိ ျပင္ဆင္မယ္ဆိုရင ္ျပည္ေတာ္ျပန္အာမခံ 
သြင္းထားတာေကာင္းပါတယ္။

  ① 기부하는 ② 가입하는  ③ 보상하는 ④ 지급하는

2.

  

우리 회사는 동료들끼리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저는 ___________ 직장 생활을 하고 있

습니다.

ကၽြန္ေတာ္တုိ႔ ကုမၸဏီကေတာ့ လုပ္ေဖာ္ကုိင္ဖက္အခ်င္းခ်င္း အရမ္း ရင္းႏီွးၾကပါတယ္။ ဒါေၾကာင့္ ကၽြန္ေတာ္ကေတာ့ 
ေပ်ာ္ရႊင္စြာနဲ႔ အလုပ္ခြင္ဘဝကုိ ျဖတ္သန္းေနပါတယ္။

  ① 즐겁게 ② 외롭게 ③ 즐겁지만 ④ 외롭지만

3.

  
보호복을 입지 않고 일을 하면 위험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입고 작업해야                    .

အကာအကြယ္ဝတ္စံုကုိ မဝတ္ဘဲ အလုပ္လုပ္ရင္ အႏ ၱရာယ္မ်ားပါတယ္။
နည္းနည္း အေနခက္ေပမဲ့လည္း မျဖစ္မေန ဝတ္ျပီး အလုပ္လုပ္မွ ေဘးကင္းမွာပါ။

  ① 편리합니다 ② 복잡합니다 ③ 안전합니다 ④ 시원합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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သူတုိ႔ ႏွစ္ေယာက္ လစာ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တယ္။ အသားတင္ရရွိေငြကို ဘယ္လို ေခၚသလဲ 
သိလား။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ၾကိမ္ နားေထာင္ၾကည့္ပါ။

민수  이반 씨, 통장 확인해 봤어요?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요. 
  အီဗန္၊ ဘဏ္စာအုပ္ စစ္ၾကည့္ျပီးျပီလား။ လစာ ဝင္ေနေလာက္ျပီ။

이반  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ဟုတ္ကဲ့၊ ဒါေပမဲ့ ထင္ထားတာထက္ နည္းေနသလားလို႔။ စာခ်ဳပ္မွာ ေတြ႔ခဲ့တဲ့  
ေငြပမာဏ မဟုတ္ဘူး။

지은  아, 그건 각종 보험과 세금 때문이에요.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거든요.  

  အာ၊ အဲဒါက အာမခံေၾကး မ်ဳိးစံုနဲ႔ အခြန္ေၾကာင့္ပါ။ စာခ်ဳပ္ထားတဲ့ လစာထဲက အခြန္နဲ႔ 
အာမခံေၾကးကုိ ႏႈတ္ျပီး က်န္သေလာက္ ရတာမုိ႔ပါ။

이반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군요. 
  အာ၊ စာခ်ဳပ္က လစာကုိ အကုန္ ရတာ မဟုတ္ဘူးေပါ့။

지은  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반 씨가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ဟုတ္ကဲ့၊ လစာ ေျပစာကုိ ၾကည့္လုိက္ရင္ အသားတင္ လက္ခံရရွိတဲ့ ေငြပမာဏဆုိတာ 
ရွိပါတယ္။ အဲဒါ အီဗန္ တကယ္ လက္ခံရရွိတဲ့ ေငြပါ။ 

이반  그렇군요. 다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고마워요.
  ဟုတ္လား။ အဲလိုလား။ လစာ ေျပစာကုိ တစ္ေခါက္ စစ္ၾကည့္ဦးမွပဲ။ ေက်းဇူးပါပဲ။

각종 
အမ်ဳိးမ်ဳိး 

 통장 
ဘဏ္စာအုပ္

·통장을 확인하다 

  ဘဏ္စာအုပ္ကုိ 
စစ္ၾကည့္သည္ 

실제로 
တကယ္(တမ္း)

55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လစာ ေျပစာကို စစ္ၾကည့္ပါ။

정답   1.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기 때문이에요.  2. 실수령액이라고 해요.

1. 이반 씨가 계약된 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이유는 뭐예요?
အီဗန္က စာခ်ဳပ္ထားတဲ့ လစာထက္ နည္းျပီး  ရတဲ့ အေၾကာင္းရင္းက ဘာလဲ။

2. 실제로 받는 돈을 알고 싶으면 급여 명세서에서 무엇을 봐야 해요?
တကယ္တမ္း ရတဲ့ ေငြကုိ သိခ်င္ရင္ လစာေျပစာမွာ ဘာကုိ ၾကည့္ရမ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ဦး။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လစာ ေျပစာ စစ္ေဆးျခင္း၊ လုပ္အားခ စစ္ေဆးျခင္း
□အသံုးခ်သင္ခန္းစာ  လစာ ေျပစာ ဖတ္ရႈျခင္း
□ေဝါဟာရ  လစာ၊ အခြန္ႏွင့္ လုပ္အားခ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လခ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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သင့္ရဲ႕ ေျပစာထဲမွာ ဘာေတြ ေတြ႔လဲ။ ဘာေတြကုိ စစ္ၾကည့္ရမလဲဆုိတာ ၾကည့္ၾကရေအာင္။

급여 명세서
လစာေျပစာ 

기본급
အေျခခံလစာ 

급여 내역
လစာ အေသးစိတ္

실수령액
အသားတင္လက္ခံရရွိေငြ

세금
အခြန္

식대
ထမင္းစရိတ္

총액
စုစုေပါင္း ေငြပမာဏ

공제하다
ျဖတ္ေတာက္သည္

상여금
အပိုဆုေၾကး

퇴직금 
သက္ျပည့္ဆုေၾကး

국민연금
ႏိုင္ငံေတာ္ပင္စင္

연말정산
ႏွစ္ခ်ဳပ္စာရင္း

어휘 1  ေ၀ါဟာရ ၁ 급여와 세금 လစာႏွင့္ အခြန္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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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5과_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257

어휘 1 급여와 세금 Salary and taxes

급여 명세서 급여 내역 기본급 실수령액
pay stub details of wages base pay net pay

세금 식대 총액 공제하다
taxes subsistence gross pay to deduct

상여금 퇴직금 국민연금 연말정산
bonus retirement plan contributions national pension tax returns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Creat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세금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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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es subsistence gross pay to deduct

상여금 퇴직금 국민연금 연말정산
bonus retirement plan contributions national pension tax returns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Creat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세금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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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한국어 표준교재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이번 달에는 월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나: 곧 있으면 추석이니까 이 같이 나왔을 거예요.

가: 주민세하고 소득세는 뭐예요?

나: 그건 월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에요/예요.

가: 급여 명세서에서 실제로 받는 돈을 확인하려면 뭘 봐야 해요?

나: 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세요. 

가: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나: 보통은 을 기준으로 100%, 200% 이렇게 계산해요. 

① 상여금  ② 퇴직금

① 세금  ② 보험료

① 실수령액  ② 공제 총액

① 수당  ② 기본급

1) 

2) 

3)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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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လို ဝါက်ကုိ ျဖည့္စြက္ၾကည့္ပါ။

ကြက္လ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ရြးျပီး ဝါက်ကုိ ျဖည့္စြက္ပါ။

1) 
가: 이번 달에는 월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ဒီလမွာေတာ့ လစာက နည္းနည္း မ်ားသလုိပဲ။
나: 곧 있으면 추석이니까 _______________이 같이 나왔을 거예요.

        မၾကာခင္ ခ်ဴေဆာ့(ေကာက္သစ္စားပြဲ)ပြဲေတာ္မုိ႔လုိ႔ အပိုဆုေၾကးပါ အတူ ထည့္ေပးလိုက္တာေနမယ္။

① 상여금 ② 퇴직금

2) 
가: 주민세하고 소득세는 뭐예요? ေနထိုင္မႈအခြန္နဲ႔ ဝင္ေငြအခြန္က ဘာေတြလဲ။
나: 그건 월급에 대한 기본적인 _______________이에요/예요. 

 အဲဒါက လစာနဲ႔ဆုိင္တဲ့ အေျခခံ အခြန္ေတြပါ။

① 세금  ② 보험료

3) 
가:  급여 명세서에서 실제로 받는 돈을 확인하려면 뭘 봐야 해요? 
      လစာ ေျပစာမွာ တကယ္တမ္း ရရွိမယ့္ေငြကုိ စစ္ခ်င္ရင္ ဘာကုိ ၾကည့္ရမလဲ။
나: _______________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세요. 

      အသားတင္လက္ခံရရွိေငြပမာဏလို႔ ေရးထားတဲ့ ေနရာကုိ ၾကည့္ပါ။

① 실수령액 ② 공제 총액

4) 
가: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အပိုဆုေၾကးကုိ ဘယ္လို တြက္လဲ။ 
나: 보통은 _______________을 기준으로 100%, 200% 이렇게 계산해요.

     ပံုမွန္ကေတာ့ အေျခခံလစာကို စံထားျပီး ၁ဝဝ% ၂ဝဝ% အဲလုိ တြက္ပါတယ္။

① 수당  ②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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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이번 달에는 월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나: 곧 있으면 추석이니까 이 같이 나왔을 거예요.

가: 주민세하고 소득세는 뭐예요?

나: 그건 월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에요/예요.

가: 급여 명세서에서 실제로 받는 돈을 확인하려면 뭘 봐야 해요?

나: 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세요. 

가: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나: 보통은 을 기준으로 100%, 200% 이렇게 계산해요. 

① 상여금  ② 퇴직금

① 세금  ② 보험료

① 실수령액  ② 공제 총액

① 수당  ② 기본급

1) 

2) 

3)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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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လစာ ေျပစာထဲမွာ ဘာကုိ စစ္ၾကည့္ရမလဲ။
나: 세금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အခြန္ မွန္သလားဆိုတာ ေသခ်ာ တြက္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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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급여와 세금 Salary and taxes

급여 명세서 급여 내역 기본급 실수령액
pay stub details of wages base pay net pay

세금 식대 총액 공제하다
taxes subsistence gross pay to deduct

상여금 퇴직금 국민연금 연말정산
bonus retirement plan contributions national pension tax returns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Creat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세금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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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1)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총액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2)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실수령액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3)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기본급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4)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식대가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2. 1) ①   2) ①   3) ①   4) ②



312  55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55 လစာ ေျပစာကို စစ္ၾကည့္ပါ။   313

အခုတေလာ ခန္းတစ္ေယာက္ အလုပ္ အရမ္း မ်ားေနပါတယ္။ ဒါေၾကာင့္မုိ႔ သူဟာ ညမွာ 
အုိဗာတုိင္ေတြ လုပ္ေနရပါတယ္။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ခန္းနဲ႔ 
အမ်ဳိးသမီးဝန္ထမ္းတုိ႔ ဘာေျပာေနၾကသလဲ။

여직원  칸 씨,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요? 
  ခန္း၊ မဂၤလာပါ။ အခုတေလာ အရမ္း အလုပ္မ်ားတယ္မဟုတ္လား။

칸  네, 일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계속 야근을 했어요. 
  ဟုတ္ကဲ့၊ အလုပ္ မ်ားလုိ႔ ျပီးခဲ့တဲ့ အပတ္ကလည္း ဆက္တိုက္ ညအထိ 

အလုပ္လုပ္ခဲ့ရတယ္။

여직원  그러게요. 곧 명절이라서 그런지 일이 몰리네요. 
  အင္းေလေနာ္။ မၾကာခင္ ပြေဲတာ္မို႔လို႔လားမသိဘူး အလုပ္ေတြ 

ျပံဳက်ေနတယ္။

칸  그래도 야근 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으니까  

이번 달은 부자 되겠어요. 
  ဒါေပမဲ့လည္း အခ်ိန္ပို လုပ္အားခလည္း ရ။ အပိုဆုေၾကးလည္း ရေတာ့ 

ဒီလေတာ့ သူေဌးျဖစ္ျပီ။

여직원  하하, 휴일에는 좀 쉬세요. 돈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셔야죠. 
  ဟားဟား၊ ပိတ္ရက္မွာေတာ့ နည္းနည္း နားေပါ့။ ေငြလည္း 

အေရးၾကီးေပမဲ့ က်န္းမာေရးလည္း ဂရုစိုက္ရမယ္။

칸  그럴게요. 고마워요. 
 ဟုတ္ကဲ့ပါ။ ေက်းဇူးတင္ပါတယ္။

-아서/어서 그런지

- လို႔လားမသိဘူး။
ၾကိယာ၊ နာမဝိေသသန၊ ‘နာမ္+이다’

စတာေတြနဲ႔ တြဲဆက္ျပီး မေသခ်ာတဲ့ 

အေၾကာင္း 
ျပခ်က္ကုိ ေဖာ္ျပတာျဖစ္ပါတယ္။

•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공원

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ဒီေန႔ ရာသီဥတု သာယာလို႔လား 
မသိဘူး။ ပန္းျခံထဲမွာ 
လမ္းေလွ်ာက္တဲ့သူေတြ  
မ်ားတယ္။

일이 몰리다

အလုပ္ေတြ ျပံဳက်သည္  

1. 칸 씨는 왜 계속 야근을 했어요?
 ခန္းက ဘာလို႔ ဆက္တိုက္ ညအထိ အလုပ္လုပ္ခဲ့တာလဲ။

2. 칸 씨가 여직원에게 이번 달은 부자가 되겠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ခန္းက အမ်ဳိးသမီးဝန္ထမ္းကုိ ဒီလ သူေဌးျဖစ္ျပီလို႔ ဘာေၾကာင့္ ေျပာတာလဲ။

ဒီတစ္ခါေတာ့ မိမိကုိယ္ကို ခန္းနဲ႔ အမ်ဳိးသမီးဝန္ထမ္းလုိ႔ သေဘာထားျပီး စကားေျပာကို 
လုိက္ဆုိၾကည့္ပါ။ ျ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ဆက္ေျဖၾကည့္ပါ။

정답   1. 일이 많았어요.

 2. 이번 달에는 야근 수당도 받고 상여금을 받기 때문이에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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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ပ္အားခနဲ႔ သက္ဆုိင္တဲ့ စကားလံုးေတြကို သင္ယူၾကည့္ရေအာင္။

법정 근로 시간
တရားဝင္အလုပ္ခ်ိန္

야간 근로 시간
ညပိုင္း အလုပ္ခ်ိန္

연장 근로 시간
အခ်ိန္ပုိ

휴일 근로 시간
ပိတ္ရက္အလုပ္ခ်ိန္

 

수당을 받다
လုပ္အားခ ရရွိသည္

포함되다
ပါျပီးသားျဖစ္သည္

별도로 지급하다
သီးသန္႔ေပးသည္

가불하다
ၾကိဳေပးသည္

 

시급
တစ္နာရီ

လုပ္အားခ

일당 
တစ္ရက္လုပ္အားခ

최저임금
အနိမ့္ဆံုးလုပ္အားခ

ကြက္လပ္တြင္ ကိုက္ညီေသာ စကားလံုးကုိေရြးၿပီး စကားေျပာကုိ ျဖည့္စြက္ပါ။

1) 

가: 야간 근로 수당은 얼마예요? ညပိုင္း လုပ္အားခက ဘယ္ေလာက္လဲ။
나: 일한 시간만큼 줘요. 하지만 일반 근무 시간의                      보다는 높아요.
    အလုပ္လုပ္ခဲ့တဲ့ အခ်ိန္အတုိင္း ေပးပါတယ္။ ဒါေပမဲ့ ပံုမွန္ အလုပ္ခ်ိန္ရဲ႕ တစ္နာရီ လုပ္အားခထက္ေတာ့ မ်ားတယ္။

① 시급  ② 세금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어휘 2  စကားေျပာ ၂ 수당 လုပ္ခ၀င္ေ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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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နဲ႔ တဲြဆက္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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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가: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나: 보통은 월급에  나오니까 월급하고 같이 지급돼요. 

가: 이번 달에는 수당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나: 네. 경리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달만 .

가: 시급이 얼마예요?

나: 보통은 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① 가불해  ② 포함돼

① 수당을 받는대요  ② 별도로 지급한대요

① 일당  ② 최저임금

2) 

3) 

4) 

①     ㉠

②     ㉡

③     ㉢

④     ㉣

야간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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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가: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나: 보통은 월급에  나오니까 월급하고 같이 지급돼요. 

가: 이번 달에는 수당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나: 네. 경리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달만 .

가: 시급이 얼마예요?

나: 보통은 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① 가불해  ② 포함돼

① 수당을 받는대요  ② 별도로 지급한대요

① 일당  ② 최저임금

2) 

3) 

4) 

①     ㉠

②     ㉡

③     ㉢

④     ㉣

야간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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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လုပ္အားခေတြကုိ ဘယ္ေတာ့ ရႏုိင္သလဲ။
나: 보통은 월급에                       나오니까 월급하고 같이 지급돼요.

     ပံုမွန္ကေတာ့ လစာနဲ႔ ေပါင္းထည့့္ေပးတာမုိ႔ လစာနဲ႔ အတူ ရပါတယ္။

① 가불해 ② 포함돼

3) 
가: 이번 달에는 수당이 안 나온 것 같아요.  ဒီလ လုပ္အားခ မဝင္လာသလိုပဲ။
나: 네, 경리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달만                      .

 ဟုတ္ကဲ့၊ ေငြကိုင္ဌာနမွာ အခက္အခဲရွိလို႔ ဒီလတစ္လေတာ့ သီးသန္႔ ေပးမယ္တဲ့။

① 수당을 받는대요 ② 별도로 지급한대요

4) 
가: 시급은 얼마예요?  တစ္နာရီလုပ္အားခက ဘယ္ေလာက္လဲ။
나: 보통은                      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ပံုမွန္ကေတာ့ အေျခခံလုပ္အားခကုိ စံအျဖစ္ တြက္ရင္ ရပါတယ္။

① 일당  ② 최저임금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 야간 근로 시간 ㉡ 법정 근로 시간 ㉢ 연장 근로 시간 ㉣ 휴일 근로 시간

① ② ③ ④

정답   1. 1) ①  2) ②  3) ②  4) ②   2. ①-㉡  ②-㉣  ③-㉠  ④-㉢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일손이 부족해요. လူအင္အား မေလာက္ငွဘူး။

가: 요즘은 주문이 많아요. အခုတေလာ ေအာ္ဒါေတြ မ်ားလုိက္တာ။
나: 네, 일손이 부족해요. ဟုတ္ကဲ့၊ လူအင္အား မေလာက္ေတာ့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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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2014년 6월분 급여 명세서  ၂ဝ၁၄ ခုႏွစ္၊ ဇြန္လအတြက္ လစာ ေျပစာ 

성명: 이반

အမည္ - အီဗန္ 
사원번호: 20130213

ဝန္ထမ္းကတ္အမွတ္ - 20130213
급여산정기간: 2014년 6월 1일 ~ 6월 30일

လစာတြက္ခ်က္ကာလ - 2014.06.01~06.30

은행 ဘဏ္ 한국은행 ကုိရီးယားဘဏ္ 계좌번호 ဘဏ္စာရင္းအမွတ္ 123-4567-898990 

세부내역 အေသးစိတ္ 

급여 내역

လစာ အေသးစိတ္ 
세금 내역

အခြန္ အေသးစိတ္
공제 내역

ျဖတ္ေငြ အေသးစိတ္

기본급

အေျခခံလစာ 1,088,890원
소득세

ဝင္ေငြခြန္ 10,888원
국민연급

ႏုိင္ငံေတာ္ပင္စင္ 55,252원

연장 근로 수당

အခ်ိန္ပိုလုပ္အားခ 36,470원
주민세

ေနထိုင္မႈအခြန္ 1,088원
건강 보험

က်န္းမာေရးအာမခံ 19,890원

야간 근로 수당

ညဆိုင္းလုပ္အားခ 46,890원
고용보험

အလုပ္အာမခံ 5,252원

휴일 근로 수당

ပိတ္ရက္လုပ္အားခ 0원

식대 

ထမင္းစရိတ္ 

급여 총액

လစာစုစုေပါင္း 1,172,250(ဝမ္)
세금 총액

အခြန္ စုစုေပါင္း 11,976(ဝမ္)
공제 총액

စုစုေပါင္းျဖတ္ေငြ 80,394(ဝမ္)

실수령액 အသားတင္ရေငြ 1,079,880(ဝမ္)

အီဗန္ရဲ႕ လစာ ေျပစာ ျဖစ္ပါတယ္။ ေသခ်ာ ဖတ္ျ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အီဗန္ ဒီလ အသားတင္ ရေငြ ဘယ္ေလာက္ ျဖစ္ပါသလဲ။

လစာ ေျပစာထဲက ရွင္းလင္းခ်က္ေတြနဲ႔ ကုိက္ညီတာကို ေရြးပါ။

이반 씨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이반 씨가 이번 달에 실제로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2.  급여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1,088,890원  ② 1,079,880원  ③ 1,172,250원  ④ 1,197,600원

 ① 이반 씨는 세금으로 10,888원을 냈습니다.

 ② 이반 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③ 이반 씨는 법정 근로 시간 이외에 일을 했습니다.

 ④ 이반 씨가 2013년 6월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입니다.

정답   1. ②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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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လစာ 

월급을 받는 방법 လစာ လက္ခံရယူသည့္ နည္းလမ္း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은 보통 한국에서 개설한 은행의 통장으로 바

로 입금됩니다. 월급은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보다는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월급을 

받을 때는 기본급과 수당 공제 내역이 기재된 월급명세서를 함께 받아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လစာကေတာ့ တစ္လကို တစ္ၾကိမ္ အလုပ္လုပ္ခဲ့တဲ့ အဖိုးအခကို လက္ခံျခင္း ျဖစ္ပါတယ္။ လစာကေတာ့ ပံုမွန္အားျဖင့္ 
ကိုရီးယားမွာ ဖြင့္ထားတဲ့ ဘဏ္စာအုပ္ထဲကို တန္းျပီး ေငြထည့္ေပးပါတယ္။ လစာကုိ ေငြသားနဲ႔ ကိုယ္တုိင္ လက္ခံတာထက္ 
ဘဏ္စာအုပ္ထဲကို အေကာင့္ကေန ေငြလႊဲျပီးေတာ့ လက္ခံတာက စိတ္ခ်ရပါတယ္။ ေနာက္ျပီး လစာကို လက္ခံတဲ့အခါ 
အေျခခံလစာနဲ႔ လုပ္ခဝင္ေငြ၊ ျဖတ္ေငြ အေသးစိတ္ကို ေရးသားထားတဲ့ လစာ ေျပစာကို အတူ လက္ခံျပီး ေငြပမာဏ 
တိက်မွန္ကန္သလားဆုိတာ စစ္ေဆးၾကည့္တာ ေကာင္းပါတယ္။

월급 계산하기 လစာ တြက္ခ်က္ျခင္း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최저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수당은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 각 수당들은 기준 시급의 1.5배에서 2.5배로 계산됩니다. 수당의 기준

과 계산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လစာကို အေျခခံလစာနဲ႔ လုပ္ခဝင္ေငြဆုိျပီး ခြဲထားပါတယ္။ အေျခခံလစာကေတာ့ အေျခခံလုပ္ခဝင္ေငြထက္ မ်ားေအာင္ 
ျဖတ္ေပးရပါတယ္။ လုပ္ခဝင္ေငြကေတာ့ အခ်ိန္ပို လုပ္ခဝင္ေငြ၊ ညပိုင္း လုပ္ခဝင္ေငြ၊ ပိတ္ရက္ လုပ္ခဝင္ေငြဆုိျပီး ရွိပါတယ္။ 
လုပ္ခဝင္ေငြ အသီးသီးကေတာ့ တစ္နာရီ လုပ္ခဝင္ေငြရဲ႕ ၁.၅ ဆနဲ႔ တြက္ရပါတယ္။ လုပ္ခဝင္ေငြရဲ႕ စံနဲ႔ တြက္ခ်က္ပံုကေတာ့ 
အၾကမ္းအားျဖင့္ ေအာက္ပါအတုိင္း ျဖစ္ပါတယ္။

수당

လုပ္ခဝင္ေငြ
기준

စံသတ္မွတ္ခ်က္
공제 내역

ေပးေငြ အေသးစိတ္

연장 근로 

အခ်ိန္ပို လုပ္ျခင္း 
1일 8시간 초과 일할 경우

၁ရက္ ၈နာရီထက္ ေက်ာ္လုပ္လွ်င္
기준 시급×근로 시간×1.5배

တစ္နာရီလုပ္ခဝင္ေငြ×အလုပ္ခ်ိန္×1.5ဆ

야근 근로

ညပိုင္း လုပ္ျခင္း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할 경우

ည ၁ဝနာရီမွ မနက္၆နာရီအတြင္း အလုပ္လုပ္လွ်င္
기준 시급×근로 시간×2배

တစ္နာရီလုပ္ခဝင္ေငြ×အလုပ္ခ်ိန္×2ဆ

휴일 근로

ပိတ္ရက္ လုပ္ျခင္း
휴일에 일할 경우

ပိတ္ရက္တြင္ အလုပ္လုပ္လွ်င္ 
기준 시급×근로 시간×1.5배

တစ္နာရီလုပ္ခဝင္ေငြ×အလုပ္ခ်ိန္×1.5ဆ

휴일 연장

ပိတ္ရက္ အခ်ိန္ပုိ 
휴일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ပိတ္ရက္မွာ ၈နာရီထက္ ပိုျပီး အလုပ္လုပ္လွ်င္
기준 시급×근로 시간×2배

တစ္နာရီလုပ္ခဝင္ေငြ×အလုပ္ခ်ိန္×2ဆ

휴일 야간 

ပိတ္ရက္ ညပိုင္း

휴일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할 경우

ပိတ္ရက္မွာ ည ၁ဝနာရီမွ မနက္ ၆နာရီအတြင္း 
အလုပ္လုပ္လွ်င္

기준 시급×근로 시간×2.5배

တစ္နာရီလုပ္ခဝင္ေငြ×အလုပ္ခ်ိန္×2.5ဆ

최저 임금제 အနိမ့္ဆံုး လုပ္ခဝင္ေငြ ဥပေဒ 
근로자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임금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발표하며, 매년 

그 금액이 다릅니다.

အလုပ္သမားမ်ားရဲ႕ ဘဝ တည္ျငိမ္မႈအတြက္ အနိမ့္ဆံုးလုပ္ခဝင္ေငြ စံကို ဥပေဒနဲ႔ ထိန္းကြပ္ေပးထားတဲ့ ဥပေဒျဖစ္ပါတယ္။ 
အနိမ့္ဆံုး လုပ္ခဝင္ေငြကို ႏွစ္စဥ္ ထုတ္ျပန္ေၾကညာျပီး ေငြပမာဏက ႏွစ္တုိင္း ကြာျခားပါတယ္။

구분

ခုႏွစ္

시간급

တစ္နာရီ
လုပ္ခ၀င္ေငြ

일급
(8시간 근무)

တစ္ရက္တာ
လုပ္ခဝင္ေငြ
(၈နာရီစာ)

월급 လစာ
주 40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တစ္ပတ္ နာရီ ၄ဝ
(ဝန္ထမ္း ၅ဦးႏွင့္အထက္ စက္ရံု)

주 44시간제
(4인 이하 사업장)

 တစ္ပတ္ ၄၄ နာရီ
(ဝန္ထမ္း ၄ဦးႏွင့္ေအာက္ စက္ရံု)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976,320원

2012년 4,580원 36,640원 957,220원 1,035,080원

2013년 4,860원 38,880원 1,015,740원 1,098,360원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원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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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သံဖုိင္ကို နားေထာင္ၾကည့္ျပီး ဘာအေၾကာင္း ေျပာေနတာလဲဆုိတာ ေရြးပါ။ 
[1~2]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  ① 상여금  ② 실수령액  ③ 공제 총액  ④ 세금 총액

2.  ① 보험  ② 기본급  ③ 보너스  ④ 연장 근로 수당

ေမးခြန္းကို နားေထာင္ျပီး မွန္ကန္တဲ့ အေျဖကုိ ေရြးပါ။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별도로 지급한대요.  ② 네,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에요.

 ③ 네, 가불을 신청해 보세요.  ④ 네, 월급하고 같이 받으면 돼요.

4.  ① 네, 급여 명세서를 보세요.  ② 네, 보험료를 다 더해 보세요.

 ③ 네, 최저 임금을 확인해 보세요.  ④ 네, 기본급하고 수당을 더해 보세요.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ကုိက္ညီတဲ့ အေျဖကုိ ေရြးပါ။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왜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까? မိန္းကေလးက ဘာေၾကာင့္ လစာ အမ်ားၾကီး ရတာလဲ။

 ① 세금이 많아져서  ② 수당이 포함돼서

 ③ 기본급이 올라서  ④ 상여금을 받아서

Track 171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အသံဖုိင္ကို နားေထာင္ျပီး သူတုိ႔ ဘာေျပာသလဲဆုိတာကို ေရြးေပးရတာပါ။ 
နားမေထာင္ခင္ စကားလံုးေ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မးခြန္း ၃ နဲ႔ ၄ ကေတာ့ ေမးခြန္းရဲ႕ အေျဖ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နံပါတ္ ၅ ကေတာ့ 
စကားေျပာကို နားေထာင္ျပီး ေမးခြန္းရဲ႕ အေျဖကို ေရြး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မးခြန္းေတြကို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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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이 금액을 제가 받는 월급이지요? ဒီ ေငြပမာဏက ကၽြန္ေတာ္ ရမယ့္ လစာလား။

 여:  네, 총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돼요. 

  ဟုတ္ကဲ့၊ စုစုေပါင္း ေငြပမာဏထဲက အခြန္ကုိ ႏႈတ္ထားတဲ့ ေငြပမာဏကုိ တကယ္တမ္း လက္ခံရတာပါ။

2. 여: 이번 달에는 월급이 많네요. ဒီလ လခက မ်ားသားပဲ။

 남: 네, 연장 근무랑 야간 근무가 많았거든요. ဟုတ္ကဲ့၊ အခ်ိန္ပိုနဲ႔ ညပိုင္း အလုပ္ေတြ မ်ားခဲ့လုိ႔ပါ။

3. 남: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လစာကုိ ၾကိဳထုတ္ယူလို႔ရလား။

4. 여: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အခြန္ ဘယ္ေလာက္လဲဆိုတာ သိလား။

5. 남: 이번 달에 월급 나왔어요? ဒီလ လစာ ထြက္ျပီလား။

 여: 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ဟုတ္ကဲ့၊ ဒါေပမဲ့ ထင္ထားတာထက္ နည္းနည္း မ်ားတယ္။

 남:  휴일 근로 수당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ပိတ္ရက္ လုပ္ခဝင္ေငြပါ အတူ ဝင္လာတာ ေနလိမ့္မယ္။ တစ္ေခါက္ စစ္ၾကည့္လိုက္ပါ။ 

듣기 대본  စာသား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ဆက္ေျပာရမယ့္ စကားကုိ ေရြးပါ။

 ① 야간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② 세금과 보험료를 많이 냈어요. 

 ③ 최저 임금이 오르면 좋겠어요.

 ④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남: 수피카 씨, 이번 달은 월급이 많은 편이네요. ဆူဖီခါ၊ ဒီလ လစာ မ်ားသားပဲေနာ္။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①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①  5. ②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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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မယ့္ အမွန္ဆုံး အေျဖကုိ ေရြးပါ။

1.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을/를 지급해야 합니다.

၁ႏွစ္ႏွင့္အထက္ အလုပ္လုပ္ခ့ဲတ့ဲ အလုပ္သမားက ကုမၸဏီကေန ထြက္တ့ဲအခါ လုပ္သက္ဆုေၾကးကုိ ေပးရပါတယ္။

     ① 상여금  ② 기본급  ③ 보너스  ④ 퇴직금

2.

 
실수령액은 월급의 총액에서 세금을                    금액입니다.

အသားတင္ရရွိေငြဆိုတာ လစာစုစုေပါင္းကေန အခြန္ကုိ ျဖတ္ထားတဲ့ ေငြပမာဏျဖစ္ပါတယ္။

     ① 포함한  ② 가불한  ③ 공제한  ④ 지불한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3.

 

가: 어젯밤 몇 시까지 일을 했어요? မေန႔ညက ဘယ္ႏွနာရီအထိ အလုပ္လုပ္ခ့ဲလဲ။

나: 조금 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10시 전에 퇴근했어요. 

 နည္းနည္း ေနာက္က်တ့ဲအထိ လုပ္ခ့ဲေပမ့ဲ ၁ဝ နာရီ မတိုင္ခင္မွာ အလုပ္သိမ္းခ့ဲပါတယ္။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သူတို႔က ဘာ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လဲ။

     ① 법적 근로 시간  ② 야간 근로 시간  ③ 연장 근로 시간  ④ 휴일 근로 시간

4.

 

가: 수당을 계산할 때 왜 6,030원으로 해요? လုပ္ခဝင္ေငြကုိ တြက္ခ်က္တ့ဲအခါ ဘာေၾကာင့္ ၆ဝ၃ဝ(ဝမ္)နဲ႔ တြက္တာလဲ။  

나: 그 금액이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소 기준이거든요.

 အဲဒီ ေငြပမာဏက ဥပေဒနဲ႔ သတ္မွတ္ထားတ့ဲ လုပ္ခဝင္ေငြရဲ႕ အနိမ့္ဆံုး စံမို႔လို႔ပါ။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သူတို႔က ဘာ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လဲ။

     ① 국민연금  ② 고용 보험  ③ 최저 임금  ④ 급여 내역

근로자들은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 매월 다른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매월 발

생하는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할 

때 간단한 세금 계산표로 세금을 공제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합

니다. 이것을 ㉠                      (이)라고 합니다.

အလုပ္သမားမ်ားဟာ အေျခခံလစာအျပင္ ဆုေၾကးနဲ႔ လုပ္ခဝင္ေငြ စသည္ျဖင့္ လစဥ္ မတူညီတ့ဲ လစာေငြပမာဏကုိ 
လက္ခံရရိွပါတယ္။ ဒါေပမ့ဲ လစဥ္ ရရိွတ့ဲ ဝင္ေငြအေပၚ အခြန္ကုိ အတိအက် တြက္ခ်က္ရတာဟာ အလြန္ ရႈပ္ေထြး 
လွပါတယ္။ ဒါေၾကာင့္မို႔ လစာကုိ ေပးသြင္းတ့ဲအခါ ရုိးရွင္းတ့ဲ စာရင္းဇယားနဲ႔ အခြန္ကုိ ျဖတ္ေတာက္ျပီး ေနာက္ႏွစ္ ၂လပိုင္းမွာ 
တကယ္တမ္း ေပးေဆာင္ရမယ့္ အခြန္ကုိ အတိအက် တြက္ခ်က္ပါတယ္။ ဒါကုိ ႏွစ္ခ်ဳပ္ရွင္းတမ္းလို႔ ေခၚပါတယ္။

5.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အတြက္ အေျဖမွန္ကုိ ေရြးပါ။

① 연말 정산  ② 세금 공제  ③ 보험료 납부  ④ 급여 명세서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သင့္ေတာ္တဲ့ စကားလံုးကို ေရြးေပးရတာျဖစ္ပါတယ္။ သင္ျပီးသား 
စကားလံုးေ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ပါ။

ေမးခြန္း ၃ နဲ႔ ၄ ကေတာ့ အေၾကာင္းအရာရဲ႕ ေခါင္းစဥ္ကို ေရြးေပးရတာျဖစ္ပါတယ္။ ေမးခြန္းနံပါတ္ ၅ 
ကေတာ့ အခြန္ေငြျပန္အမ္းျခင္းအေၾကာင္းကို ဖတ္ျ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정답   1. ④  2. ③  3. ②  4. ③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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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②   3. ④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မွာ ျဖည့္ရမယ့္ အသင့္ေတာ္ဆုံး စကားကို ေရြးပါ။

1.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정해진 봉투에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다른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အမႈိက္ပစ္တဲ့အခါ သတ္မွတ္ထားတဲ့ အိတ္မွာ အမႈိက္ကို ထည့္ျပီး ပစ္ရပါမယ္။ တျခား အိတ္ထဲ ထည့္လို႔ မရပါဘူး။

  ① 달아도 ② 담아도 ③ 달아서 ④ 담아서

2.

  

공구는 사용 전후에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고장이 난 것은 반드시                          사용하

도록 하십시오.

ပစၥည္းေတြကုိ မသုံးခင္နဲ႔ သုံးျပီးတဲ့အခါ အျမဲ စစ္ေဆးရပါမယ္။ ပ်က္ေနတဲ့ဟာကုိေတာ့ မျဖစ္မေန ျပင္ျပီး သုံးပါ။

  ① 씻어서 ② 고쳐서 ③ 닦아서 ④ 치워서

3.

  

직장에서 일할 때에는 동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즐겁지 않고

                                           .

အလုပ္ခြင္မွာ အလုပ္လုပ္တဲ့အခါ လုပ္ေဖာ္ကိုင္ဖက္အခ်င္းခ်င္း သင့္ျမတ္ေအာင္ ေနရပါမယ္။ အဲလုိမွမဟုတ္ရင ္
အလုပ္က ေပ်ာ္စရာမေကာင္းဘဲ စိတ္ပင္ပန္းႏိုင္ပါတယ္။ 

  ① 편해져야 합니다  ② 힘들어져야 합니다

  ③ 편해질 수 있습니다   ④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발음 အသံထြက္             P-31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တရုတ္စာလံုးရဲဲ႕ အသံထြက္က ‘ㄹ’ အသတ္နဲ႔ ဆံုးျပီး သူ႔အေနာက္မွာ ‘ㄷ, ㅅ, ㅈ’ ရွိမယ္ဆုိရင္ ㄸ[t′], ㅆ[s′], ㅉ[ʧ′] 
အသံကို ေျပာင္းပါတယ္။

(1) 발달, 열심, 말살

(2) 열정, 발전, 실전

(2) 컴퓨터가 발달했어요. /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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သူတုိ႔ႏွစ္ေယာက္ ေႏြရာသီ နားရက္နဲ႔ ပတ္သက္ျပီး ေျပာေနၾကပါတယ္။ အီဗန္က ဘယ္ေတာ့ 
နားရက္ ေလွ်ာက္လို႔ရမလဲ။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ၾကိမ္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ပါ။

지훈 이반,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အီဗန္၊ ဒီတစ္ေခါက္ ေႏြရာသီ ပိတ္ရက္ရွည္ အစီအစဥ္ ဆြဲျပီးျပီလား။

이반  아직 아무도 휴가 얘기를 안 해서 휴가를 써도 될지   
눈치를 보는 중이야. 

  အခုထိ ဘယ္သူမွ ပိတ္ရက္ရွည္ အေၾကာင္း မေျပာၾကလုိ႔ ခြင့္ယူလုိ႔ရပါ့မလားဆိုတာ 
အရိပ္အေျခ ၾကည့္ေနတုန္းပဲ။

지훈  7월 말에는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 봐. 

  ၇ လပိုင္းအကုန္မွာ နားတဲ့ စက္ရံုေတြ မ်ားေတာ့ အလုပ္က အဲေလာက္ 
မမ်ားေလာက္ပါဘူး။ အဲဒီအခ်ိန္ေလာက္ ခြင့္ေလွ်ာက္ၾကည့္ေလ။

이반  그래야겠다.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 
  အဲလုိပဲလုပ္ရမွာပဲ။ ဒါနဲ႔ မ်ားေသာအားျဖင့္ ခြင့္ကုိ ဘယ္ေလာက္ေလာက္ ယူလို႔ရလဲ။

지훈  1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여름 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4일 정도 쓰는 편이야. 

  တစ္ႏွစ္မွာ ႏွစ္ျပည့္နားရက္ ၁၅ ရက္အထိ ယူလို႔ရျပီး ေႏြရာသီ 
ပိတ္ရက္ရွည္အေနနဲ႔ကေတာ့ သာမန္အားျဖင့္ ၃-၄ရက္ေလာက္ ယူၾကပါတယ္။

눈치를 보다

မ်က္ႏွာအရိပ္အေျခ

ၾကည့္သည္

일반적으로

သာမန္အားျဖင့္ 

56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ဒီတစ္ေခါက္ ေႏြရာသီ ပိတ္ရက္ရွည္ အစီအစဥ္ ဆြဲျပီးျပီလား။

정답   1. 아니요, 아직 세우지 못했어요.    2. 일 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어요.

1. 이반 씨는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어요? ? အီဗန္က ေႏြရာသီပိတ္ရက္ရွည္ အစီအစဥ္ ဆြဲျပီးျပီလား။

2.    보통 휴가는 일 년에 얼마나 쓸 수 있어요?  
မ်ားေသာအားျဖင့္ ပိတ္ရက္ရွည္ကုိ တစ္ႏွစ္မွာ ဘယ္ေလာက္ေလာက္ ယူလို႔ရ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ဦး။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နားရက္အေၾကာင္း ေမးျမန္းျခင္း၊ က်န္းမာေရးခြင့္ ေလွ်ာက္ထားျခင္း
□အသံုးခ်သင္ခန္းစာ  ခြင့္ေလွ်ာက္လႊာ ေရးသားျခင္း
□ေဝါဟာရ  နားရက္ယူျခင္း၊ က်န္းမာေရးခြင့္ယူျခ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သမားဥပေဒမွ နားရက္အေၾကာ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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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တ္ရက္နဲ႔ ပိတ္ရက္ရွည္က ဘယ္လုိ ကြာသလဲဆုိတာ ပိတ္ရက္ရွည္နဲ႔ ဆုိင္တဲ့ စကားလံုးေတြကို 
ေလ့လာၾကည့္ရေအာင္။

휴가를 신청하다
ခြင့္ေလွ်ာက္ထားသည္ 

휴가를 받다
ခြင့္ရသည္

휴가를 내다
ခြင့္တင္သည္

휴가를 쓰다
ခြင့္ယူသည္ 

유급 휴일
လစာခြင့္

무급 휴일
လစာမဲ့ခြင့္

법정 휴일
တရား၀င္နားရက္

약정 휴일
ညႇိႏႈိင္း နားရက္

연차 휴가
ႏွစ္ျပည့္ အနားယူခြင့္ 

출산 휴가
မီးဖြားခြင့္

휴가와 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휴일이 처음부터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나 특별한 사유의 충족으로 인해 이를 면제 받은 날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ခြင့္ရက္နဲ႔ ပိတ္ရက္ဆုိတာကေတာ့ အလုပ္သမား နားတဲ့ရက္ဆုိတဲ့ အခ်က္ကေတာ့ တူပါတယ္။ ဒါေပမဲ့ ပိတ္ရက္ဆုိတာက 
အစကတည္းက အလုပ္လုပ္စရာ မလုိတဲ့ ရက္ျဖစ္ျပီး ခြင့္ရက္ကေတာ့ အလုပ္လုပ္ရမယ့္ ရက္ျဖစ္ေပမဲ့ အလုပ္သမားရဲ႕ 
ေတာင္းဆုိမႈ သို႔မဟုတ္ အေၾကာင္းကိစၥ တစ္ခုခုေၾကာင့္ ဒါကို ျဖည့္ဆည္းေပးတဲ့အေနနဲ႔ ခြင့္ျပဳေပးတဲ့ေန႔ဆုိတဲ့ အခ်က္မွာ 
ကြာျခားပါတယ္။

Tip 휴가와 휴일  ခြင့္ရက္ႏွင့္ ပိတ္ရက္ 

어휘 1  ေ၀ါဟာရ ၁ 휴가 ခြင့္ရ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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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휴가

㉡ 유급 휴가

㉢ 연차 휴가

㉣ 출산 휴가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နဲ႔ ခ်ိတ္ဆက္ပါ။

268   한국어 표준교재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내일은 달력에 빨간 날도 아닌데 쉬네요.

나: 네,  휴일이라서 우리 회사는 쉬어요.

가: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임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 아니요,  휴일이니까 임금이 지불돼요.

가: 우리 회사는  휴가를 얼마나 줘요?

나: 아기를 낳기 전후로 3개월 준대요. 

가: 이번에 휴가를  어디에 가고 싶어요?

나: 친구들하고 부산에 가 보려고요. 

① 법정  ② 약정 

① 무급  ② 유급 

① 연차  ② 출산 

① 받으면  ② 신청하면

1) 

2) 

3) 

4)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무급 휴가

유급 휴가

연차 휴가

출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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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ကြက္လ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ရြးျပီး ဝါက်ကုိ ျဖည့္စြက္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내일은 달력에 빨간 날도 아닌데 쉬네요. 
 မနက္ျဖန္္ ျပကၡဒိန္မွာ အနီရက္လည္း မဟုတ္ဘဲ နားတယ္ေနာ္။
나: 네,                      휴일이라서 우리 회사는 쉬어요. 

 ဟုတ္တယ္၊ ညႇႏိႈင္ိးရုံးပိတ္ရက္မို႔ ကၽြန္ေတာ္တို႔ ကုမၸဏီကေတာ့ နားပါတယ္။

     ① 법정   ② 약정

2)

 

가: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임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စ္ျပည့္ နားရက္ ယူတ့ဲ ကာလအတြင္း လစာ မရဘူးလား။
나: 아니요,                      휴일이니까 임금이 지불돼요.    
 မဟုတ္ပါဘူး။ လစာခြင့္ ျဖစ္တဲ့အတြက္ေၾကာင့္ လစာ ေပးပါတယ္။

     ① 무급   ② 유급

3)

 
가: 우리 회사는                      휴가를 얼마나 줘요? တို႔ ကုမၸဏီက မီးဖြားခြင့္ကို ဘယ္ေလာက္ ေပးလဲ။ 
나: 아기를 낳기 전후로 3개월 준대요. ကေလး မေမြးခင္ကေန ေမြးျပီးအတြင္း ၃ လ ေပးပါတယ္။

     ① 연차   ② 출산

4)

 

가:   이번에 휴가를                       어디에 가고 싶어요?  

ဒီတစ္ေခါက္ ခြင့္တင္ရင္ ဘယ္ကုိ သြားခ်င္လဲ။
나: 친구들하고 부산에 가 보려고요. သူငယ္ခ်င္းေတြနဲ႔ ဘူဆန္ သြားမလို႔။

     ① 받으면   ② 신청하면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①-㉡  ②-㉠  ③-㉣  ④-㉢   2. 1) ②  2) ②  3) ②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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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ဗန္က က်န္းမာေရးခြင့္အတြက္ ဝန္ထမ္းကို အကူအညီေတာင္းေနပါတယ္။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이반  병가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ဆးခြင့္ ေလွ်ာက္ခ်င္လုိ႔ပါ။

직원  네, 병가라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 
  ဟုတ္ကဲ့၊ ေဆးခြင့္ဆိုေတာ့ ဘာျဖစ္လို႔လဲ။

이반  네,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ဟုတ္ကဲ့၊ ခါး နည္းနည္း နာလို႔ ေဆးရံုသြားတာ ခြဲစိတ္မႈ ခံတာ 

ေကာင္းမယ္တဲ့။

직원  수술이요? 그럼 심한 거 아니에요? 
  ခြဲစိတ္မႈ ဟုတ္လား၊ ဒါဆိုရင္ စိုးရိမ္ရတာေပါ့။

이반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병

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ပါ့ေပါ့ပါးပါး ခြစိဲတ္မႈလို႔ ေျပာပါတယ္။ ခန္႔မွန္းေျခ တစ္ပတ္ေလာက္ 

ေဆးခြင့္တင္ရင္ ရမယ္ထင္တယ္။

직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병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들이에요. 잘 읽어 보시고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

세요. 
  ဟုတ္ကဲ့၊ သေဘာေပါက္ပါျပီ။ ဒီမွာ ေဆးခြင့္ ေလွ်ာက္လႊာနဲ႔ လိုအပ္တဲ့ 

စာရြက္စာတမ္းေတြပါ။ ေသခ်ာ ဖတ္ၾကည့္ျပီး အတတ္ႏိုင္ဆံုး ျမန္ျမန္ 
တင္ေပးပါ။

심하다
ျပင္းထန္သည္ 

간단하다 

အေသးအဖဲြ/ရိုးရုိးရွင္းရွင္း/

ေပါ့ေပါ့ပါးပါး 가급적 빨리

အတတ္ႏုိင္ဆုံးျမန္ျမန္ 

1. 이반 씨는 왜 병가를 신청하러 왔어요? အီဗန္က ဘာေၾကာင့္ ေဆးခြင့္ တင္ဖုိ႔ လာခဲ့တာလဲ။

2. 이반 씨는 얼마 동안 병가를 쓰려고 해요? အီဗန္က ဘယ္ေလာက္ၾကာၾကာ ေဆးခြင့္ယူဖုိ႔ ရည္ရြယ္ထားပါသလဲ။

မိမိကုိယ္ကို အီဗန္နဲ႔ ဝန္ထမ္းအျဖစ္ သေဘာထားျပီး စကားေျပာကို လုိက္ေျပာၾကည့္ပါ။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ဆုိရင္ ေမးခြန္းေတြကို ေျဖပါ။

정답   1. 허리가 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2. 한 일주일 정도 병가를 쓰려고 해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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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ဆးခြင့္ကို ဘယ္လို တင္လို႔ရႏိုင္သလဲ။ ေဆးခြင့္နဲ႔ သက္ဆုိင္တဲ့ စကားလံုးေတြကို 
ၾကည့္ၾကရေအာင္။

병가
ေဆးခြင့္

병가 사유
ေဆးခြင့္တင္ရသည့္

အေၾကာင္းရင္း

병가 기간
ေဆးခြင့္ကာလ

소속
ဌာန

직위 
ရာထူး

비상 연락처
အေရးေပၚဆက္သြယ္ရန္

통원 치료를 하다
ျပင္ပလူနာအျဖစ္ကုသည္

입원을 하다
ေဆးရံုတက္သည္

조퇴하다
အလုပ္ေစာဆင္းသည္

결근하다
အလုပ္ပ်က္ကြက္သည္

무단결근하다
ခြင့္မဲ့ပ်က္ကြက္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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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병가 Sick leave

병가 병가 사유 병가 기간 소속
sick leave causes of sick leave period of sick leave affi  liation

직위 비상 연락처 통원 치료를 하다 입원을 하다
position emergency contact list to receive outpatient treatment to be hospitalized

조퇴하다 결근하다 무단결근하다
to leave early to be absent from work to be absent from work without 

authorization

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무단결근하다

조퇴하다

입원하다

통원 치료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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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하다 ㉡ 조퇴하다 ㉢ 입원하다 ㉣ 통원 치료를 하다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နဲ႔ ခ်ိတ္ဆက္ပါ။

정답   1. ①-㉡  ②-㉠  ③-㉣  ④-㉢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어휘 2  စကားေျပာ ၂ 병가 ေဆး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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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ကြက္လ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ဥပမာမွာ ေရြးထည့္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소속

ဌာန 전기과 လွ်ပ္စစ္ဌာန

성명

အမည္ 이반 အီဗန္ 

1) 사원 ကုမၸဏီဝန္ထမ္း 

2) 허리통증으로�인한�수술 ခါးနာျခင္းကုိ အေၾကာင္းျပဳ၍ ခြဲစိတ္ရန္

3) 2015년  4월  6일 ~ 2015년  4월  12일 ( 7 )일간

2015 ခုႏွစ္ 4 လ 6 ရက္မွ 2015 ခုႏွစ္ 4 လ 12 ရက္အထိ (7)ရက္တာ 

1) 031-777-5678 

위와 같이 병가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အထက္ပါအတိုင္း ေဆးခြင့္ကို ေလွ်ာက္ထားအပ္ပါသျဖင့္ ခြင့္ျပဳေပးပါရန္ 
ေမတၱာရပ္ခံအပ္ပါသည္။

2015년 4월 1일
2015 ခုႏွစ္ 4 လ 1 ရက္

소속: 전기과 ဌာန - လွ်ပ္စစ္ဌာန

성명: 이반 အမည္ - အီဗန္ 

*신청기간이 1주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 첨부  
 ေလွ်ာက္ထားကာလ (၁)ပတ္ႏွင့္အထက္ ျဖစ္ပါက ေဆးစာ ပူးတြဲတင္ျပရန္

기간   비상 연락처   직위   사유

정답   2. 1) 직위  2) 사유  3) 기간  4) 비상 연락처  



328  56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56 ဒီတစ္ေခါက္ ေႏြရာသီ ပိတ္ရက္ရွည္ အစီအစဥ္ ဆြဲျပီးျပီလား။   329

ေအာက္ပါတို႔ကုိ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ပါ။

အေပၚက ခြင့္ေလွ်ာက္လႊာထဲက အေၾကာင္းအရာနဲ႔ မတူတာ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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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

1. 위의 휴가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① 연차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② 여름휴가로 전라남도 순천에 갈 예정입니다. 

③ 휴가 기간 3일 전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④ 박지훈 씨는 현재 기계과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휴가 신청서

아래와 같이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7 월 24 일 

휴가 신청자 성명 박 지 훈   (확인) 소속 및 직위 기계과 대리

휴가 내용

구분
생리휴가 (        )    출산휴가 (        )

병가 (        )    연월차휴가 (        )    기타 (        )

사유 여름휴가

기간 (시간) 2015 년    7 월   25 일  ~  2015 년    7 월   28 일 

행선지 전라남도 순천

긴급 연락처 010-234-5678

결재

(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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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အာက္ပါအတိုင္း ခြင့္ျပဳခ်က္ ေလွ်ာက္ထားလႊာကုိ တင္ျပအပ္ပါသျဖင့္ ခြင့္ျပဳေပးပါခင္ဗ်ာ။

2015년 7월 24일

휴가 신청자

ခြင့္ေလွ်ာက္ထားသူ
성명 

အမည္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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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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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ဌာနႏွင့္ ရာထူး

기계과 대리

စက္ယႏၱရားဌာန
အငယ္တန္းမန္ေနဂ်ာ

휴가 내용

ခြင့္အေၾကာင္းအရာ 

구분

ခြင့္အမ်ဳိးအစား

생리 휴가 (        )     출산 휴가 (        ) 

                  ဓမၼတာကာလခြင့္             မီးဖြားခြင့္
병가 (        )      연월차휴가 (  )      기타 (        )

         ေဆးခြင့္             ႏွစ္ျပည့္/လျပည့္ခြင့္                အျခား

사유 အေၾကာင္းရင္း 여름 휴가 ေႏြရာသီ ခြင့္ရက္ရွည္

기간(시간) 

ကာလ(အခ်ိန္)
2015년 7월 25일 ~ 2015년 7월 28일 

2015 ခုႏွစ္ 7 လ 25 ရက္မွ 2015 ခုႏွစ္ 7 လ 28 ရက္ 

행선지 

သြားေရာက္မည့္ေဒသ
전라남도 순천 

ေဂ်ာ္လာနမ္ဒုိ၊ ဆြန္းေခ်ာင္း

긴급 연락처

အေရးေပၚဖုန္း
010-234-5678

휴가 신청서 ခြင့္ရက္ ေလွ်ာက္လႊာ 결재

ခြင့္ျပဳခ်က္

1. 위의 휴가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① 연차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② 여름휴가로 전라남도 순천에 갈 예정입니다.

③ 휴가 기간 3일 전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④ 박지훈 씨는 현재 기계과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답   1. ③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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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한 근로 기준법의 이해
ခြင့္ရက္ႏွင့္ ပတ္သက္ေသာ အလုပ္သမား ဥပေဒအေၾကာင္း

법정 휴일(휴가) တရား၀င္နားရက္(ခြင့္ရက္)

「근로 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가 또는 휴일을 말합니다. 근로 기준법상 휴일은 제 55조에 의한 

‘유급 주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입니다.

အလုပ္သမားဥပေဒအရ သတ္မွတ္ထားေသာ ခြင့္ရက္ႏွင့္ ပိတ္ရက္မ်ားကို ဆုိလုိသည္။ အလုပ္သမားဥပေဒ အပိုဒ္ 
၅၅ အရ ပိတ္ရက္မ်ားတြင္ လစာျဖင့ ္ တစ္ပတ္အတြင္းပိတ္ရက္(အလုပ္ရွင္သည္ အလုပ္သမားအား ၁ပတ္လွ်င္ 
၁ၾကိမ္ႏွင့ ္အထက္ လစာျဖင့ ္ ပိတ္ရက္ ထားရွ ိေပးရမည္။)ႏွင့ ္ အလုပ္သမားေန႔ သတ္မွတ္ျခင္းဆုိင္ရာဥပေဒအရ 
အလုပ္သမားေန႔ပိတ္ရက္(ႏွစ္စဥ္ ေမလ ၁ ရက္ေန႔)ဟူ၍ ရွိပါသည္။

약정 휴일(휴가) ညႇိႏႈိင္း ပိတ္ရက္(ခြင့္ရက္) 

회사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가 또는 휴일을 말합니다. 약정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  

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정 휴일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

고 있으며 단체 협약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준수해야 합니다.

ကုမၸဏီ အဖြဲ႔အစည္းမ်ားမွ ညႇိႏႈိင္း သတ္မွတ္ က်င့္သံုးေသာ ခြင့့္ရက္ႏွင့္ ပိတ္ရက္မ်ားကို ဆုိလုိသည္။ ညႇိႏႈိင္းပိတ္ရက္ႏွင့္ 
ပတ္သက္၍ အလုပ ္သမားဥပေဒတြင ္  ျပဌာန ္ းထား ျခင ္ း မရ ွ ိပ ါ။ ညႇ ိႏ ႈ ိင ္ းပ ိတ္ရက္ႏ ွင ့ ္  ပတ္သက္၍ ကုမ ၸဏီ 
အဖြဲ႔အစည္းမ်ားမွ ညႇိႏႈိင္းသတ္မွတ္ၾကျပီး လုိက္နာက်င့္သံုးလ်က္ ရွိပါသည္။ အဖြဲ႔အစည္းမွ ညႇိႏႈိင္းသတ္မွတ္ထားေသာ 
အခ်က္အလက္မ်ားႏွင့္ ပတ္သက္၍ အလုပ္ရွင္ႏွင့္ အလုပ္သမား ကာယကံရွင္မ်ားမွ လိုက္နာရမည္ျဖစ္သည္။

구분

အမ်ဳိးအစား
법정

ဥပေဒအရ ရံုးပိတ္ရက္
약정

ညိႇႏႈိင္း ခြင့္ရက္

휴일

ပိတ္ရက္
- 주휴일 တစ္ပတ္အတြင္း ပိတ္ရက္
- 근로자의 날 အလုပ္သမားေန႔

- 공휴일 အစုိးရ ရံုးပိတ္ရက္
- 회사 창립일 ကုမၸဏီႏွစ္ပတ္လည္ေန႔
- 기타 휴무일 အျခား ပိတ္ရက္မ်ား 

휴가 

ခြင့္ရက္

- 연차 휴가 ႏွစ္ျပည့္ ခြင့္
- 생리 휴가 ဓမၼတာ ခြင့္
- 산전·후 휴가 မီးဖြားခြင့္

- 하계휴가 ေႏြရာသီ ခြင့္ရက္ရွည္
-   경조 휴가 သာေရးနာေရး ခြင့္ရက္

유급 휴일 လစာရ ပိတ္ရက္ 

근로의 의무는 있으나 근로 기준법 등에 의거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유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입니

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합니다(근로 기준법 제 55조). 이

와 달리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을 통하여 무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을 무급 

휴일이라고 합니다.

အလုပ္လုပ္ရန္ တာဝန္ရွိေသာ္လည္း အလုပ္သမားဥပေဒအရ အလုပ္သမားမွ ခံစားခြင့္ ရွိေသာရက္အျဖစ္ လစာယူ၍ 
အနားယူႏုိင္သည့္ ပိတ္ရက္ျဖစ္သည္။ တစ္ပတ္လွ်င္ ပ်မ္းမွ် တစ္ၾကိမ္ႏွင့္အထက္ ေပးရေသာ လစာရသည့္ ပိတ္ရက္ကို 
ဆုိလုိပါသည္(အလုပ္သမားဥပေဒ အပုိဒ္ ၅၅)။ ဆန္႔က်င္ဘက္သေဘာအားျဖင့္ အလုပ္လုပ္ရန္ တာဝန္ရွိေသာ္လည္း 
အလုပ္စည္းမ်ဥ္းႏွင့္ အဖြဲ႔အစည္းမွ ညႇိႏႈိင္း၍ လစာမရရွိဘဲ နားသည့္ ပိတ္ရက္ကို လစာမဲ့ပိတ္ရက္ဟု ေခၚသ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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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garkanlah pertanyaan dan pilihlah jawaban yang tepat.

ေအာက္ပါတို႔ကုိ နားေထာင္ျပီး ဘာ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ယ္ဆိုတာ ေရြးပါ။
[1~2]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  ① 병가 신청  ② 병가 휴직  ③ 병가 사유  ④ 병가 기간

2.  ① 무급 휴일  ② 법정 휴일  ③ 약정 휴일  ④ 유급 휴일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휴직을 신청하세요.  ② 네,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③ 네, 사유를 이야기하세요.  ④ 네, 병가 기간을 확인하세요.

4.  ① 연차 휴가를 냈어요.  ② 지금 휴가 중이에요.

 ③ 휴가를 5일 받았어요.  ④ 먼저 휴가를 신청하세요.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왜 고향에 가려고 합니까? မိန္းကေလးက ဘာေၾကာင့္ ဇာတိကို သြားဖို႔လုပ္ေနပါသလဲ။

① 어머니가 아프셔서  ② 동생이 결혼을 해서

③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④ 가족과 휴가를 보내려고

Track 174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သူတုိ႔ ဘာေတြ ေျပာေနၾကသလဲဆုိတာကို ေရြးေပးရတာျဖစ္ပါတယ္။ 
အသံဖုိင္ကို နားမေထာင္ခင္ စကားလံုးေတြကို ဖတ္ၾကည့္ပါ။

ေမးခြန္း ၃ နဲ႔ ၄ ကေတာ့ အေျဖမွန္ကုိ ေရြးေပးရတာပါ။ ေမးခြန္း ၅ ကေတာ့ စကားေျပာကို 
နားေထာင္ျပီး ေမးခြန္းအတြက္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ရတာျဖစ္ပါတယ္။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မးခြန္းေတြကို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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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얼마 동안 병가를 내실 예정이에요? ဘယ္ေလာက္ၾကာၾကာ ေဆးခြင့္တင္မွာလဲ။
 여: 5일이면 될 것 같아요. ၅ ရက္ဆိုရင္ ရမယ္ထင္တယ္။
2. 여: 임금을 받고 쉬는 날이 있다던데요? လစာ ရတဲ့ နားရက္ ရွိတယ္ဆို။
 남:  네,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아요. 

  ဟုတ္ကဲ့၊ တစ္ပတ္မွာ တစ္ရက္ကေတာ့ အလုပ္မလုပ္လည္း လစာ ရပါတယ္။
3.  남:  아파서 지난주에 1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နမေကာင္းလို႔ ျပီးခဲ့တဲ့အပတ္က တစ္ပတ္လုံးလံုး အလုပ္ပ်က္ခဲ့တာ တင္ရမယ့္ စာရြက္စာတမ္း ရွိလား။
4. 여: 올해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어요? ဒီႏွစ္ ယူလို႔ရတဲ့ ခြင့္ရက္ ရွိလား။
5. 남:  이번 휴가에 고향에 가려고요?   

 ဒီတစ္ေခါက္ ပိတ္ရက္ရွည္မွာ ဇာတိကုိ ျပန္မလို႔လား။
 여:  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ဟုတ္ကဲ့၊ အေမက ေနလုိ႔သိပ္မေကာင္းလုိ႔ သြားျပီး ျပန္လာရမယ္ထင္တယ္။
 남:  걱정이 많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စိတ္ပူေနရမွာပဲ။ ဂရုတစုိက္ သြားျပီးျပန္လာပါ။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④  2. ④  3. ②  4. ④  5. ①

정답   1. ③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여자는 다음 주에 왜 휴가를 받습니까?  
 မိန္းကေလးက ေနာက္အပတ္မွာ ဘာေၾကာင့္ နားရက္ယူတာလဲ။

 ① 화요일이 공휴일입니다. ② 그동안 일이 많았습니다.

 ③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④ 다음 주에 회사 일이 없습니다.

여:  사장님, 다음 주에 3일 정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게 있어서요? 

     သူေဌး၊ ေနာက္အပတ္မွာ ၃ရက္ေလာက္ နားရက္ယူလုိ႔ရလား။ ေဆးရံု သြားျပီး ေဆးစစ္ခံဖုိ႔ ရွိလို႔ပါ။
남: 그래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ဟုတ္လား၊ ေနမေကာင္းဘူးလား။
여: 그런 건 아닌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해서요.   

အဲလိုေတာ့ မဟုတ္ပါဘူး။ ေဆးရံုၾကီးကို သြားျပီး စစ္ေဆးခံၾကည့္ပါ ဆိုလုိ႔ပါ။
남: 알았어요. 일이 많아서 바쁘기는 하겠지만 화요일부터 쉬도록 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고요.   

ေကာင္းပါျပီ။ အလုပ္မ်ားျပီး မအားတာေတာ့ မအားဘူးေပါ့။ အဂၤါေန႔ကစျပီး နားလုိက္ပါ။ က်န္းမာေရးက 
အေရးၾကီးဆုံးပဲဆိုေတာ့ က်န္းမာေရးကို ဂရုစိုက္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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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မယ့္ အမွန္ဆုံး အေျဖကုိ ေရြးပါ။

1.

 
올 여름에 회사에서 휴가를                    고향에 다녀올 거예요.

လာမယ့္ ေႏြရာသီမွာ ကုမၸဏီက ခြင့္ရရင္ ဇာတိကို သြားျပီးျပန္လာမယ္။

     ① 내면  ② 쓰면  ③ 받으면  ④ 신청하면

2.

 

가:  안색이 안 좋아요.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게 어때요?   

 မ်က္ႏွာမေကာင္းပါလား။ ေစာေစာ ျပန္ျပီး နားပါလား။
나: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ဟုတ္ကဲ့၊ အလုပ္ေစာဆင္းျပီး ျပန္ပါေတာ့မယ္။

     ① 결근하고  ② 조퇴하고  ③ 신청하고  ④ 휴직하고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3.

 
가: 아기를 낳을 때는 얼마 동안 쉬어요? ကေလး ေမြးတဲ့အခါ ဘယ္ေလာက္ၾကာၾကာ နားရလဲ။
나: 3개월 동안 쉴 수 있도록 근로 기준법에 정해져 있어요. 

 ၃လၾကာ နားလုိ႔ရတယ္လုိ႔ အလုပ္သမားဥပေဒမွာ သတ္မွတ္ထားပါတယ္။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သူတို႔ ဘာ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လဲ။

 ① 무급 휴가  ② 병가 휴가  ③ 연차 휴가  ④ 출산 휴가

4.

 

가: 그럼 회사에 연락도 없이 출근 안 한 거예요?

ဒါဆိုရင္ ကုမၸဏီကုိ ဖုန္းေတာင္မဆက္ဘဲ အလုပ္မလာတာလား။
나: 그런가 봐요. ဟုတ္မယ္ထင္တယ္။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သူတို႔ ဘာ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လဲ။ 

 ① 병가 내다  ② 휴직하다  ③ 조퇴하다  ④ 무단결근하다

㉠                 은 법으로 정한 날은 아니지만 회사가 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유급으로 할 것인

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ညႇိႏႈိင္းပိတ္ရက္ကေတာ့ ဥပေဒနဲ႔ သတ္မွတ္ထားတဲ့ ရက္ေတာ့ မဟုတ္ေပမဲ့ ကုမၸဏီက ပိတ္ရက္အျဖစ္ 
သတ္မွတ္ထားတဲ့ ရက္ျဖစ္ပါတယ္။ လစာေပးမလား၊ လစာမဲ့ျဖစ္မလားကေတာ့ ကုမၸဏီရဲ႕ စည္းမ်ဥ္းအေပၚ 
မူတည္ပါတယ္။ အလုပ္သမားေန႔ကေတာ့ တရားဝင္ပိတ္ရက္ျဖစ္တဲ့အတြက္ ညႇိႏႈိင္းပိတ္ရက္ထဲ မပါပါဘူး။

5.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 ေနရာမွာ ထည့္ရမယ့္ စကားလုံးကုိ ေရြးပါ။

① 무급 휴일  ② 연차 휴일 ③ 약정 휴일 ④ 유급 휴일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သင့္ေတာ္တဲ့ စကားလံုး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တစ္ေခါက္ ျပန္စဥ္းစားၾကည့္ျပီး ေမးခြန္းေတြကို ေျဖပါ။

ေမးခြန္း ၃ နဲ႔ ၄ ကေတာ့ စကားေျပာရဲ႕ ေခါင္းစဥ္ကို ေရြးေပးရတာျဖစ္ပါတယ္။ ေမးခြန္းနံပါတ္ ၅ 
ကေတာ့ ပိတ္ရက္အေၾကာင္း စာပိုဒ္ကို ဖတ္ျပီး  ေမးခြန္းေတြကို ေျဖေပးရမွာပါ။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④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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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③   3. ④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မွာ ျဖည့္ရမယ့္ အသင့္ေတာ္ဆုံး စကားကို ေရြးပါ။

1.

  
연차 휴가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한 사람한테는                     을 줍니다.

ႏွစ္ျပည့္နားရက္ကေတာ့ လုပ္အားခရတဲ့ နားရက္ျဖစ္တာမုိ႔ မနားဘဲ အလုပ္လုပ္ခဲ့သူကို လုပ္အားခ ေပးပါတယ္။

  ① 수당 ② 월급 

  ③ 일당 ④ 세금

2.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လစာက ထင္ထားတာထက္ နည္းျပီး ဝင္လာတယ္ထင္ပါတယ္။ လစာေျပစာကို တစ္ေခါက္ စစ္ၾကည့္ဦးမွပဲ။

  ① 바꿔 ② 옮겨 

  ③ 확인해 ④ 취소해

3.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에                      먼저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야 합니다.

ကၽြန္ေတာ္ကေတာ့ ကုိရီးယားမွာ အလုပ္လုပ္ခ်င္ပါတယ္။ ကုိရီးယားမွာ ရွိတဲ့ ကုမၸဏီမွာ အလုပ္ဝင္မယ္ဆုိရင ္
အရင္ဆုံး ကုိရီးယားဘာသာစာေမးပြကုိဲ ေျဖရပါမယ္။

  ① 해고하려면 ② 퇴직하려면 

  ③ 고용하려면 ④ 취업하려면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한눈 팔면 안 돼요. အာရံုမ်ားလုိ႔ မရဘူး။

가: 한눈 팔면 안 돼요. 기계를 사용할 때는 위험해요. 

 စက္ကုိ အသံုးျပဳေနတဲ့အခ်ိန္မွာ အႏၱရာယ္မ်ားတယ္။ အာရံုမ်ားလုိ႔ မရဘူး။
나: 네, 주의할게요. ဟုတ္ကဲ့၊ သတိထားပါ့မ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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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ဒစ္က အလုပ္ေျပာင္းဖုိ႔အတြက္ ရံုေျပာင္းေလွ်ာက္လႊာ တင္ဖုိ႔ လုပ္ေနပါတယ္။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카림  아딧, 너 회사 옮길 거라며? 무슨 일 있어?
  အာဒစ္၊ မင္း အလုပ္ ေျပာင္းမယ္ဆို။ ဘာျဖစ္လို႔လဲ။

아딧  우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장

님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 
  ငါတုိ႔ ကုမၸဏီက အေျခအေနသိပ္မေကာင္းလို႔ မၾကာခင္ ပိတ္ရေတာ့မယ္ထင္တယ္။ ဒါေၾကာင့္မုိ႔ 

သူေဌးက ရံုေျပာင္းေလွ်ာက္လႊာ တင္ဖို႔ေျပာတယ္။

카림  그랬구나.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အဲလိုလား။ သူေဌးလည္း စိတ္ညစ္ေနမွာပဲ။ မင္းကုိ အေတာ္ ေတြးေပးသားပဲ။

아딧  맞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는 근로 계약

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 
  ဟုတ္တယ္။ အတူ အလုပ္လုပ္ရင္း သံေယာဇဥ္လည္း ျဖစ္ေနျပီ။ ေတာ္ေတာ္ စိတ္မေကာင္းဘူးကြာ။ 

ဒါေပမဲ့လည္း ငါလည္း အလုပ္ဆက္လုပ္မွျဖစ္မွာမုိ႔ .....ဒါနဲ႔ ရံုေျပာင္း ေလွ်ာက္လႊာက အလုပ္စာခ်ဳပ္ 
ျပီးဆံုးျပီး တစ္လအတြင္း တင္ရတာဆို။

카림  응, 한 달 안에 고용 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돼. 
  အင္း၊ တစ္လအတြင္း အလုပ္သမားစင္တာကုိ သြားျပီး တင္ရမွာ။

사정이 안 좋다

အေျခအေန 
မေကာင္းဘူး

섭섭하다

စိတ္မေကာင္း
ျဖစ္သည္ 

정이 들다

သံေယာဇဥ္
ျဖစ္သည္ 

57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အလုပ္ရုံေျပာင္းခ်င္ပါတယ္

정답   1.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2. 근로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내야 해요.

1. 아딧 씨는 왜 회사를 옮기려고 해요? အာဒစ္က ဘာေၾကာင့္ ကုမၸဏီကုိ ေျပာင္းဖို႔လုပ္တာလဲ။

2. 사업자 변경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해요? ရုံေျပာင္း ေလွ်ာက္လႊာက ဘယ္အခ်ိန္ေနာက္ဆုံး တင္ရတာ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လုိက္ပါဦး။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လုပ္ငန္းခြင္ ေရႊ႔ေျပာင္းျခင္းႏွင့္ ေခတၱ အလည္ျပန္ျခင္း လုပ္ငန္းစဥ္အဆင့္ဆင့္
□အသံုးခ်သင္ခန္းစာ  ဒုတိယအၾကိမ္ျပည္ဝင္ခြင့္ ခြင့္ျပဳစာ 
□ေဝါဟာရ    လုပ္ငန္းခြင္ ေရႊ႔ေျပာင္းျခင္း၊ ကာလမျပည့္မီ အျပီးျပန္ျခင္းႏွင့္ ေခတၱ 

အလည္ျပန္ျခ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လုပ္ငန္းခြင္ ေရႊ႔ေျပာင္းျခ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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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လုပ္ရံုကို ဘယ္လုိ ေျပာင္းလုိ႔ရသလဲ။ အလုပ္ေျပာင္းျခင္းနဲ႔ သက္ဆုိင္တဲ့ စကားလံုးအခ်ဳိ႕ကို 
ၾကည့္ၾကရေအာင္။

근로계약이 
만료되다
အလုပ္စာခ်ဳပ္

သက္တမ္းျပည့္သည္

계약을 갱신하다
စာခ်ဳပ္သက္တမ္းတိုးသည္

근로계약이 
해지되다

အလုပ္စာခ်ဳပ္ပ်က္ပ်ယ္သည္

갱신을 거절하다
သက္တမ္းတိုးရန္ 

ျငင္းဆိုသည္

사업장 변경 이유
ရံုေျပာင္းရသည့္
အေၾကာင္းရင္း

임금을 체불하다
လစာၾကန္႔ၾကာသည္

휴업하다
လုပ္ငန္းနားထားသည္

폐업하다
လုပ္ငန္းပိတ္သိမ္းသည္

폭언을 하다
ဆဲေရးေျပာဆိုသည္

폭행을 하다
လက္ပါသည္

 

사업장 
변경 신청서

ရံုေျပာင္းေလွ်ာက္လႊာ

   57과_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277

어휘 1 사업장 변경 Change of a work location

근로계약이 만료되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다 계약을 갱신하다 갱신을 거절하다
a contract of employment expires an employment contract is 

terminated
to renew a contract to refuse to renew a contract

사업장 변경 사유 임금을 체불하다 휴업하다 폐업하다
reasons for change of a work 

location
to delay payment of wages /

to be in arrears
to be closed temporarily to be closed

폭언을 하다 폭행을 하다 사업장 변경 신청서 사업장 추가
to utter to assault / to attack application for change of a 

work location
addition of a work location

연습 1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rexpressions.

가: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계약을 하려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요.

① 갱신  ② 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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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추가
အလုပ္ရံု တုိးသည္

어휘 1  ေ၀ါဟာရ ၁ 사업장 변경 အလုပ္ရံု ေျပာင္းျခင္း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큰일 날 뻔했네요. ေတာ္ေသးတာေပါ့။ 

가: 버스 안에서 넘어졌어요. ဘတ္စ္ကားထဲမွာ လဲက်သြားတာ။
나: 큰일 날 뻔했네요. 괜찮아요? ေတာ္ေသးတာေပါ့၊ နာေနေသး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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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더 이상 공장은 운영 안 하는 거예요? စက္ရံု မလည္ပတ္ေတာ့ဘူးလား။
나:  아니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중이에요. 

     ဟင့္အင္း၊ အခက္အခဲ ရွိလို႔ အခုေတာ့ ခဏ နားထားပါတယ္။

① 휴업  ② 폐업

4) 
가: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အလုပ္ရံု ေျပာင္းခ်င္ရတဲ့ အေၾကာင္းရင္းက ဘာလဲ။
나: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았어요.                      도 변경 사유가 되지요? 
   လစာ မရတာ ၃.၄လ ရွိျပီ။ လစာၾကန္႔ၾကာျခင္းကလည္း အလုပ္ေျပာင္းတဲ့ အေၾကာင္းရင္း 

ျဖစ္တယ္မဟုတ္လား။

① 해고  ② 임금 체불

3) 
가:  근무지              은 몇 번까지 가능해요? အလုပ္လိပ္စာ ေျပာင္းတာက ဘယ္ႏွၾကိမ္အထိ ရလဲ။
나:    3번까지는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၃ ၾကိမ္အထိကေတာ့ ေျပာင္းလုိ႔ရတယ္လို႔ သိထားပါတယ္။

① 신청  ② 변경

ကြက္လပ္ထဲ ျဖည့္ရမယ့္ စကားလံုးကုိ ေရြးျပီး စကားေျပာကုိ ျပည့္စံုေအာင္ ျဖည့္စြက္ပါ။

1) 
가: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အလုပ္စာခ်ဳပ္ ျပည့္ရင္ ဘယ္လုိ လုပ္မွာလဲ။
나: 계약을                       하려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요. 
      စာခ်ဳပ္ သက္တမ္းတိုးမလို႔၊ အခု လုပ္ေနတဲ့ ကုမၸဏီက ေကာင္းတယ္ထင္လုိ႔။

① 갱신  ② 해지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278   한국어 표준교재

가: 더 이상 공장은 운영 안 하는 거예요?

나: 아니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중이에요.

가: 근무지 은 몇 번까지 가능해요?

나: 3번까지는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나: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았어요. 도 변경 사유가 되지요?

① 휴업  ② 폐업 

① 신청  ②  변경 

① 해고  ② 임금 체불

2) 

3) 

4)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폭행을 하다

폭언을 하다

휴업하다

폐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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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နဲ႔ ခ်ိတ္ဆက္ပါ။

㉠ 폭행을 하다 ㉡ 폭언을 하다 ㉢ 휴업하다 ㉣ 폐업하다

① ② ③ ④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①  2) ①  3) ②  4) ②    2.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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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ဒစ္က အေဖ ေနမေကာင္းလုိ႔ ဇာတိကုိ ျပန္မလုိ႔တဲ့။ သူတုိ႔ ဘာေတြ ေျပာေနၾကသလဲဆုိတာ 
စကားေျပာကို အရင္ နားေထာင္ၾကည့္ပါ။ 

아딧  아버지가 지난달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
  အေဖက ျပီးခဲ့တဲ့လက ခြဲစိတ္မႈၾကီး ခံယူခဲ့တယ္တဲ့။

이반 정말? 이제 좀 어떠셔?
  တကယ္လား။ အခုေရာ ဘယ္လုိေနေသးလဲ။

아딧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아무래도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အရမ္းၾကီး မေကာင္းေသးသလိုပဲ။ ဘာပဲျဖစ္ျဖစ္ ဇာတိကုိ 

ျပန္မွျဖစ္မယ္ထင္တယ္။

이반  걱정이 많겠다. 고향에 가게 되면 지금 일은 어떻게 

하고? 
  စိတ္ပူေနရမွာပဲ။ ဇာတိကို သြားရင္ အခု အလုပ္ကုိ ဘယ္လို လုပ္မလဲ။

아딧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회사가 한창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 
  ခဏ ျပန္ျပီး ျပန္ဝင္လာတဲ့ နည္းလမ္း ရွိတယ္လို႔ ၾကားဖူးတယ္။ ဒါေပမဲ့ 

ကုမၸဏီက အရမ္း အလုပ္မ်ားခ်ိန္မို႔ စကားစရမွာ မလြယ္ဘူး။

이반  그렇겠다. 그래도 사장님께 한번 이야기해 봐. 
  ေအးေပါ့။ ဒါေပမဲ့လည္း သူေဌးကို တစ္ေခါက္ ေျပာၾကည့္ေပ့ါ။

1. 아딧 씨는 왜 고향에 다녀오려고 해요? အာဒစ္က ဘာေၾကာင့္ ဇာတိကို သြားျပီးျပန္လာဖို႔ လုပ္တာလဲ။

2. 아딧 씨는 사장님께 왜 일시 출국하고 싶다는 말을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အာဒစ္က သူေဌးကို ဘာေၾကာင့္ ခဏ ျပန္ခ်င္တယ္ဆုိတဲ့စကားကုိ အလြယ္တကူ မေျပာႏုိင္တာလဲ။

မိမိကုိယ္ကို အာဒစ္နဲ႔ အီဗန္လုိ႔ သေဘာထားျပီး စကားေျပာကို လုိက္ေျပာၾကည့္ပါ။ ေသခ်ာ 
နားေထာင္ျပီး လုိက္ေျပာျပီးျပီ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다녀오려고 해요.  2. 회사가 한창 바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말을 꺼내다

စကားစသည္ 
한창
အစြမ္းကု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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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ယ္၍ ကိုယ္ေရးကိုယ္တာ ကိစၥနဲ႔ ျပည္ေတာ္ျပန္ခ်င္တယ္ဆုိရင္ ေခတၱျပည္ေတာ္ျပန္ျခင္းနဲ႔ 
ေစာျပန္ျခင္းတုိ႔နဲ႔ သက္ဆုိင္တဲ့ စကားလံုးေတြကို သိထားရမယ္ေနာ္။

조기 귀국하다
ေစာ၍ ျပည္ေတာ္ျပန္သည္

일시 출국하다
ေခတၱ 

ျပည္ေတာ္ျပန္သည္

재입국하다
ႏိုင္ငံအတြင္းသုိ႔ 
ျပန္ဝင္လာသည္

면제되다
ကင္းလြတ္ခြင့္ရသည္

개인 사정 
ကုိယ္ေရးကိုယ္တာကိစၥ

집안 사정
မိသားစု အေရးကိစၥ 

병환
ေရာဂါ

편찮으시다
(လူၾကီး)ေနမေကာင္းျဖစ္သည္

재입국 허가 신청서
ျပည္ျပန္ဝင္ခြင့္ ေလွ်ာက္လႊာ

동의서(허가서)
သေဘာတူစာ(ခြင့္ျပဳစာ)

 

출국 예정 신고서
ျပည္ေတာ္ျပန ္

ၾကိဳတင္သတင္းပို႔စာ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님의 병환 등과 같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입국 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မိမိ၏ မဂၤလာကိစၥ သို႔မဟုတ္ မိဘမ်ား၏ က်န္းမာေရး စသည့္ အေရးကိစၥမ်ားေၾကာင့္ ေခတၱခဏအားျဖင့္ ျပည္ေတာ္ျပန္ရန္ 
ဆႏၵရွိသည့္အခါ အလုပ္ရွင္၏ ခြင့္ျပဳခ်က္ကို ရယူ၍ ဇာတိသို႔ သြားျပီးျပန္လာႏုိင္ပါသည္။ ကုိရီးယားမွ မထြက္ခြာမီ ၾကိဳတင္၍ 
ႏုိင္ငံအတြင္းသို႔ ျပန္ဝင္လာခြင့္ ေလွ်ာက္လႊာကို တင္ခဲ့လွ်င္ ျပန္ဝင္ေရာက္လာသည့္အခါ ခြင့္ျပဳခ်က္ ရရွိျပီးသားျဖစ္ပါမည္။

Tip 일시 출국 ေခတၱ ျပည္ေတာ္ျပန္ျခင္း

어휘 2  စကားေျပာ ၂ 조기 귀국과 일시 출국 ေစာျပန္ျခင္းႏွင့္ ေခတၱ ျပည္ေတာ္ျပန္ျ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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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က္လ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ရြးျပီး စကားေျပာကုိ ျပည့္စံုေအာင္ ျဖည့္စြက္ပါ။

1) 
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고향에 잠시 다녀오게 됐어요. 

 ကိုယ္ေရးကိုယ္တာကိစၥ ေပၚလာလုိ႔ ဇာတိကုိ ခဏ သြားျပီးျပန္လာမလို႔။

나:  네, 반장님께 들었어요.                       신청서는 제출했어요? 

 ဟုတ္ကဲ့၊ အလုပ္ၾကပ္ဆီက ၾကားပါတယ္။ ျပည္ျပန္ဝင္ခြင့္ ေလွ်ာက္လႊာ တင္ျပီးျပီလား။

① 사업장 변경  ② 재입국 허가

3) 
가:   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 출국이죠? 
 ဒီအပတ္အထိ အလုပ္လုပ္ျပီး ေနာက္အပတ္ ျပန္ေတာ့မွာမဟုတ္လား။

나:  네, 금요일에                      나면 출국 준비하려고요. 

 ဟုတ္ကဲ့၊ ေသာၾကာေန႔မွာ အလုပ္က ထြက္ျပီးရင္ ျပန္ေတာ္ျပန္ဖုိ႔ ျပင္ေတာ့မယ္။

① 신고하고  ② 퇴사하고

4) 
가: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င္ငံအတြင္းသုိ႔ ျပန္ဝင္ခြင့္ ေလွ်ာက္လႊာကုိ တင္ျပီး ေခတၱ ျပည္ေတာ္ျပန္ျပီး ျပန္ဝင္လာရင္ ထပ္ျပီး 
ခြင့္ျပဳခ်က္ယူရေသးလား။

나:   아니요, 이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 

 ဟင့္အင္း၊ ဒီလို အေျခအေနမ်ဳိးမွာေတာ့ ႏုိင္ငံအတြင္း ျပန္ဝင္ခြင့္က ကင္းလြတ္ခြင့္ရျပီးသားပါ။

① 가능해요  ② 면제돼요

2) 
가:   이렇게 빨리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ဒီေလာက္ ျမန္ျမန္ ဇာတိကုိ ျပန္ေတာ့မွာလား။
나:  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하게 됐어요. 

 ဟုတ္ကဲ့၊ အေမက ေနမေကာင္းလို႔ ေစာျပီး ျပန္ရေတာ့မယ္။

① 재입국  ② 조기 귀국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57과_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281

→ → →

연습 2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고향에 잠시 다녀오게 됐어요.

나: 네. 반장님께 들었어요.  신청서는 제출했어요?

① 사업장 변경  ② 재입국 허가 

1) 

가: 이렇게 빨리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 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하게 됐어요.

① 재입국  ② 조기 귀국

2) 

가: 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 출국이죠?

나: 네. 금요일에  나면 출국 준비하려고요.  

① 신고하고  ②  퇴사하고

3) 

가: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 아니요. 이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

① 가능해요  ② 면제돼요

4) 

퇴사하다       조기 귀국하다       출국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다       개인 사정이 생기다보기

1) 2) 3) 4)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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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ထည့္ပါ။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2) 3) 4)

퇴사하다  조기 귀국하다  출국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다  개인 사정이 생기다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1) 개인 사정이 생기다  2) 출국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다  3) 퇴사하다  4) 조기 귀국하다   2. 1) ②  2) ②  3) ②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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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င္ငံသုိ႔ ျပန္ဝင္ေရာက္ခြင့္ ခြင့္ျပဳခ်က္စာျဖစ္ပါတယ္။ ဖတ္ျပီး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အေပၚက ျပည္ျပန္ဝင္ခြင့္ျပဳခ်က္ ေလွ်ာက္လႊာထဲက အေၾကာင္းအရာနဲ႔ မတူတာကုိ ေရြးပါ။

ျပည္ျပန္ဝင္ခြင့္ သေဘာတူခြင့္ျပဳစာထဲက အေၾကာင္းအရာနဲ႔ တူရင္ (ဝလုံး) မတူရင္ (ၾကက္ေျခခတ္)ကုိ ေရြးပါ။

재입국 허가 동의서 
ျပည္ျပန္ဝင္ခြင့္ သေဘာတူခြင့္ျပဳစာ

•업체명 ကုမၸဏီအမည ္: 고려식품

•주소 လိပ္စာ : 충남 아산시 사장길 29 ☎(041) 541-4567

•연수생 인적 사항 အလုပ္သမား ကုိယ္ေရးအခ်က္အလက္မ်ား 

성명 

အမည္
성별 

 က်ား/မ
외국인 등록번호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အမွတ္
여권 번호 

ပတ္စ္ပို႔နံပါတ္

칸 남 890726-✽✽✽✽✽✽✽ E0246890

•재입국 사유 ျပည္ျပန္ဝင္အေၾကာင္းရင္း : 부모님 병환으로 일시 출국합니다.   

 မိဘ ေနမေကာင္းေသာေၾကာင့္ ေခတၱ ျပည္ေတာ္ျပန္ပါသည္။
•재입국 기간 ျပည္ျပန္ဝင္မည့္ကာလ  : 출국 예정일 ျပည္ထြက္ရက္  (2015. 05. 03)
 허가 기간 ခြင့္ျပဳကာလ  (2015. 05. 03 ~ 2015. 05. 17)

대표자 : 김철수 

28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재입국 허가 동의서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a Re-entry Permit form.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

1. 위의 재입국 허가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① 칸 씨는 김철수 씨와 함께 출국을 해야 합니다. 

② 칸 씨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일시 출국을 합니다.

③ 칸 씨는 충남에 있는 고려 식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④ 칸 씨는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고향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2. 재입국 허가 동의서에 대한 내용으로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1) 허가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2) 근무지와 근로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3) 출국해서 가려는 장소의 주소를 밝힙니다. ◦    ×
4) 근무하는 업체 대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재입국 허가 동의서

• 업체명 : 고려 식품 

• 주 소 : 충남 아산시 사장길 29  ☎ ( 041 ) 541-4567

• 연수생 인적 사항 :

성       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여  권  번  호

칸 남 890726-******* E0246890

• 재입국 사유 : 부모님의 병환으로 일시 출국합니다.

• 재입국 기간 : 출국예정일(2015.05.03.)

                허가 기간(2015.05.03. ~2015.05.17.)

대표자 :        김철수        (인)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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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재입국 허가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2. 재입국 허가 동의서에 대한 내용으로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재입국 허가 동의서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① 칸 씨는 김철수 씨와 함께 출국을 해야 합니다.

② 칸 씨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일시 출국을 합니다.

③ 칸 씨는 충남에 있는 고려 식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④ 칸 씨는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고향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1) 허가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2) 근무지와 근로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3) 출국해서 가려는 장소의 주소를 밝힙니다.  ◦ ×

4) 근무하는 업체 대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정답   1. ①   2. 1) O  2) O  3) ×  4) O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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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စက္ရံု ေျပာင္းျခင္း 

사업장 변경이란 စက္ရံု ေျပာင္းျခင္းဆုိသည္မွာ

사업장 변경이란 일하고 있는 근무지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의 근로 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 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3회까지 허용합니다.

စက္ရံ ု ေျပာင္းျခင္း ဆုိသည္္မွာ အလုပ္လုပ္ေနသည့္ အလုပ္ေနရာကို ေျပာင္းျခင္းကို ဆုိလုိသည္။ ႏု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သည္ ပထမဦးဆံုး အလုပ္ဝင္သည့္ စက္ရံ ုတြင္ ဆက္တုိက္ အလုပ္လုပ္ရမည့္ တာဝန္ရွ ိေသာ္လည္း 
ပံုမွန္ျဖစ္ေသာ အလုပ္ခြင္ဆုိင္ရာ ပတ္သက္မႈ ဆက္လက္တည္တံ့ရန္ ခက္ခဲသည္ဟု သတ္မွတ္သည့္ အေျခအေနမ်ဳိးတြင္ 
ႏု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အေျခခံလူ႔အခြင့ ္အေရးကို ကာကြယ္ေပးေသာအားျဖင့ ္ ျခြင္းခ်က္အေနျဖင့ ္ စက္ရံ ု 
ေျပာင္းေရႊ႕ျခင္းကုိ ၃ၾကိမ္အထိ ခြင့္ျပဳပါသည္။

사업장 변경 사유 စက္ရံု ေျပာင္းရသည့္ အေၾကာင္းရင္း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

신을 거절한 경우

  အလုပ္ရွင္က ခုိင္လံုေသာ အေၾကာင္းျပခ်က္ျဖင့္ အလုပ္စာခ်ဳပ္ ကာလအတြင္း စာခ်ဳပ္ဖ်က္သိမ္း၍ျဖစ္ေစ သို႔မဟုတ္ 
စာခ်ဳပ္ျပီးဆုံးျပီးေနာက္ သက္တမ္းတိုးရန္ ျငင္းဆိုခဲ့သည့္အခါ 

2.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 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

었다고 인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 ိင ္င ံ ျခားသား အလုပ ္သမား၏ တာဝန္မဟုတ္ေသာ အေၾကာင္ းရင ္ း ျဖင ့ ္  လူ ႔ေဘာင္အဖဲ ြ ႔အစည္းအတြင ္ း 
နားလည္သိရွိထားမႈအရ ထုိ လုပ္ငန္း သုိ ႔မဟုတ္ စက္ရံုတြင္ ဆက္၍ အလုပ္မလုပ္ႏိုင္ေတာ့ဟု သတ္မွတ္ေၾကာင္း 
အလုပ္သမားဝန္ၾကီးဌာနမွ ေၾကညာသည့္အခါ 

3.  상해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ထိခုိက္ဒဏ္ရာရမႈ စသည္တုိ႔ေၾကာင့္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က သက္ဆုိင္ရာ စက္ရံုတြင္ ဆက္၍ အလုပ္လုပ္ရန္ 
မသင့္ေတာ္ေသာ္လည္း အျခား လုပ္ငန္း သုိ႔မဟုတ္ စက္ရံုတြင္ အလုပ္လုပ္ရန္ ျဖစ္ႏုိင္ေသးသည္ဟု သတ္မွတ္သည့္အခါ 

<참고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외국인 고용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ရည္ညႊန္း - စက္ရုံ ေျပာင္းေရႊ႕ခြင့္ျပဳသည့္အေၾကာင္းရင္းမ်ား 
(ႏိုင္ငံျခားသား ခန္႔အပ္ျခင္းဆိုင္ရာ ဥပေဒ အပုိဒ္ ၂၅၊ အပုိဒ္ခြ ဲ၁၊ နည္းဥပေဒ အပုိဒ္ ၃ဝ)>

사업장 변경 절차 စက္ရံုေျပာင္းေရႊ႕ျခင္းလုပ္ငန္းစဥ္ အဆင့္ဆင့္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지 관할 고용 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면 됩니다.

စက္ရံု ေျပာင္းရန္ အေၾကာင္းေပၚလာေသာ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သည္ အလုပ္ရွင္ႏွင့္ အလုပ္သမား စာခ်ဳပ္ 
သက္တမ္းကုန္ဆံုးျပီး တစ္လအတြင္း စက္ရံု လိပ္စာတည္ရွိရာ သက္ဆုိင္ရာ အလုပ္သမား စင္တာသို႔ စက္ရံု ေျပာင္းခြင့္ 
ေလွ်ာက္လႊာကို တင္ျပရမည္ျဖစ္သည္။ ၃လအတြင္း အလုပ္သစ္ကို ရွာေတြ႔ရပါမ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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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ကုိက္ညီတဲ့ အေျဖကုိ ေရြးပါ။
[1~2]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မိန္းကေလးက အခု ဘာ လုပ္ေနပါသလဲ။

 ① 근로계약 갱신  ② 근무지 변경 사유

 ③ 근로계약 만료  ④ 근무지 변경 신청

2. 남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ယာက္်ားေလးက ဘာအေၾကာင္း ေျပာေနပါသလဲ။

 ① 휴업  ② 폐업

 ③ 폭언  ④ 폭행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ကုိက္ညီတဲ့ အေျဖကုိ ေရြးပါ။
[4~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남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ယာက္်ားေလးက ဘာအေၾကာင္း ေျပာေနတာလဲ။

 ① 근무 조건  ② 일시 출국

 ③ 조기 귀국  ④ 사업장 변경

5.  남자는 왜 근무지를 옮겼습니까?

 ေယာက္်ားေလးက ဘာေၾကာင့္ အလုပ္ကုိ ေျပာင္းခဲ့တာလဲ။

 ① 폭행 때문에 ② 폭언 때문에

 ③ 폐업 때문에 ④ 임금 체불 때문에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사유를 이야기하세요.  ② 네, 표준 근로계약서를 내세요.

③ 네, 사증 발급 신청서를 내세요.  ④ 네,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내세요.

Track 177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႔ဲ ၂ ကေတာ့ အေျဖမွန္ကုိ ေရြးေပးရတာ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မးခြန္းေတြကုိ 
ဖတ္ၾကည့္ပါ။

ေမးခြန္း ၃ ကေတာ့ ေမးခြန္းနဲ႔ ကုိက္ညီတ့ဲ အေျဖ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၄ နဲ႔ ၅ ကေတာ့ 
စကားေျပာကုိ နားေထာင္ျပီး ေမးခြန္း တစ္ခုစီအတြက္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ရတာ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မးခြန္းေ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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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데요. အလုပ္ ေျပာင္းခ်င္လို႔ပါ။
 남: 네, 서류는 이쪽에 제출하세요. ဟုတ္ကဲ့၊ စာရြက္စာတမ္းေတြကုိ ဒီဘက္ကုိ တင္ပါ။
2. 남: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어요.   

  စက္ရုံက အေၾကာင္းကိစၥရွိလုိ႔ အလုပ္ကုိ ယာယီ ရပ္ထားပါတယ္။
3. 여: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ကုိယ္ေရးကိုယ္တာ ကိစၥေၾကာင့္ ေခတၱ ျပည္ေတာ္ျပန္တဲ့အခါ ၾကိဳျပီး တင္ရတဲ့ စာရြက္စာတမ္း ရွိလား။
4-5. 남: 지난달에 근무지를 옮겼어요. ျပီးခဲ့တဲ့လက အလုပ္ ေျပာင္းခဲ့ပါတယ္။
  여: 계약 기간이 끝나서 옮긴 거예요? စာခ်ဳပ္ကာလ ျပီးသြားလို႔ ေျပာင္းတာလား။
  남: 아니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문을 닫았어요.  

  မဟုတ္ပါဘူး။ ကုမၸဏီက အေျခအေနမေကာင္းလို႔ ပိတ္သြားလု႔ိ႔ပါ။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④  2. ①  3. ④  4. ④  5. ③

정답   1. ④

여: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ကုိရီးယားစာ ေလ့လာမလို႔ ဘယ္လုိလုပ္ရင္ ေကာင္းမလဲ။

남: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해 봐요. 학원에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ကုိရီးယား ရုပ္ရွင္ သို႔မဟုတ္ ဇာတ္လမ္းတြဲကုိ ၾကည့္ရင္း ေလ့လာၾကည့္ပါ။ က်ဴရွင္တက္တာ၊ အင္တာနက္သင္ခန္းစာ 
နားေထာင္တာထက္ ေကာင္းမယ္ထင္တယ္။

여: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해 봐야겠어요.

 ဟုတ္လား။ ကၽြန္မလည္း အဲဒီလို လုပ္ၾကည့္ဦးမွ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남자가 생각하는 좋은 공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ယာက္်ားေလး ေတြးတဲ့ စာေလ့လာျခင္းနည္းလမ္းေကာင္းဆိုတာ ဘာလဲ။
 ① 학원에 다닌다. ②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③ 한국어 책을 사서 읽는다. ④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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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사업주와 근로계약 종료 후 한 달 안에                      을/를 신청해야 합니다.

အလုပ္ရွင္နဲ႔ အလုပ္စာခ်ဳပ္ ျပီးဆုံးျပီး တစ္လအတြင္း စက္ရုံေျပာင္းျခင္း ေလွ်ာက္ထားရမယ္။

     ① 계약 갱신  ② 계약 만료  ③ 근로계약  ④ 사업장 변경

2.

 

개인 사정으로                      을 할 때 재입국 허가 신청서에 사업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합

니다.

ကုိယ္ေရးကုိယ္တာကိစၥနဲ႔ ေခတၱ ျပည္ေတာ္ျပန္တ့ဲအခါ ျပည္ျပန္ဝင္ခြင့္ ေလွ်ာက္လႊာမွာ အလုပ္ရွင္ရဲ႕ 
သေဘာတူခြင့္ျပဳစာကုိ ပူးတြ ဲတင္ရပါတယ္။

     ① 재입국  ② 일시 출국  ③ 조기 귀국  ④ 근무지 변경

3.

 

사업장 변경                      에는 근로계약의 만료나 해지, 일하던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근로자

의 상해 등이 있습니다.

စက္ရံုေျပာင္းရျခင္း အေၾကာင္းရင္းမ်ားမွာ အလုပ္စာခ်ဳပ္ ျပီးဆံုးျခင္း သို႔မဟုတ္ ဖ်က္သိမ္းျခင္း၊ အလုပ္လုပ္ခဲ့တဲ ့
စက္ရုံက ပိတ္ထားျခင္း၊ ပိတ္သြားျခင္း၊ အလုပ္သမားမွ ထိခိုက္ဒဏ္ရာရျခင္း စသည္တို႔ ရိွပါတယ္။

     ① 기간  ② 사유  ③ 신고  ④ 신청

4.

 

가: 일시 출국 전에 허가를 받으면 다시 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가                      .

          ေခတၱ ျပည္ေတာ္မျပန္ခင္ ခြင့္ျပဳခ်က္ ယူထားရင္ ထပ္ျပီး ျပည္ျပန္ဝင္လာတ့ဲအခါ ခြင့္ျပဳခ်က္ကင္းလြတ္ျပီးသား 
ျဖစ္ပါတယ္။

나: 재입국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훨씬 편하겠네요.

      ျပည္ျပန္ဝင္ခြင့္ကုိ ထပ္ေလွ်ာက္ေနစရာမလုိဘူးဆိုေတာ့ ပုိ အဆင္ေျပတာေပ့ါ။

     ① 등록돼요  ② 면제돼요  ③ 신고해요  ④ 제출돼요

ကြက္လပ္ထဲ ျဖည့္ရမယ့္ အမွန္ဆုံး အေျဖကုိ ေရြးပါ။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 ကေန ၄ အထိက သင့္ေတာ္တဲ့ စကားလံုးကို ေရြးေပးရတာျဖစ္ပါတယ္။ ကိုယ္ 
သိထားတဲ့ စကားလံုးေတြကို ျပန္စဥ္းစားၾကည့္ျ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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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님의 병환 등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일시 출국을 할 때는 미

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동의서를 함께 받

아서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ကုိရီးယားတြင္ အလုပ္လုပ္ရာမွ မိမိ၏ မဂၤလာကိစၥ သုိ႔မဟုတ္ မိဘမ်ား၏ က်န္းမာေရး စသည့္ 

ကုိယ္ေရးကုိယ္တာကိစၥမ်ား ေပၚေပါက္၍ ေခတၱ ျပည္ေတာ္ျပန္သည့္အခါ ၾကိဳတင္၍ သတင္းပုိ႔ရပါမည္။ 
သတင္းပုိ႔သည့္အခါ ျပည္ျပန္ဝင္ခြင့္ေလွ်ာက္လႊာကုိ ျဖည့္စြက္၍ အလုပ္ရွင္၏ သေဘာတူခြင့္ျပဳခ်က္စာကုိ အတူ ရယူ၍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သုိ႔ တင္ျပရန္ျဖစ္ပါသည္။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ပည္ျပန္ဝင္ခြင့္ ေလွ်ာက္လႊာတင္သည့္အခါ သတိျပဳရမည့္ အခ်က္ကုိ ေရြးပါ။

①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②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④ 결혼한 사람은 혼인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မးခြန္းနံပါတ္ ၅ ကေတာ့ ေခတၱ ျပည္ေတာ္ျပန္ျခင္းအေၾကာင္းကို ဖတ္ျပီး ေမးခြန္းေတြကို 
ေျဖေပးရမွာျဖစ္ပါတယ္။

정답   1. ④  2. ②  3. ②  4. ②  5. ①

정답   1. ①  2. ③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မွာ ျဖည့္ရမယ့္ အသင့္ေတာ္ဆုံး စကားကို ေရြးပါ။

1.

  
저는 아침마다                     에 갑니다.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ကၽြန္ေတာ္ကေတာ့ မနက္တုိင္း ပန္းျခံကို သြားပါတယ္။ အဲဒီမွာ လမ္းလည္း ေလွ်ာက္ျပီး အားကစားလည္း 
လုပ္ပါတယ္။

  ① 공원   ② 은행  ③ 식당 ④ 서점

2.

  

저는 매년 여름휴가 때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는 짧아서 그냥 집에서                   .

ကၽြန္ေတာ္ကေတာ့ ႏွစ္တိုင္း ေႏြရာသီနားရက္မွာ ခရီးသြားခ့ဲပါတယ္။ ဒါေပမ့ဲ ဒီႏွစ္ နားရက္ကေတာ့ တိုလို႔ အိမ္မွာပဲ 
ေနပါေတာ့မယ္။

  ① 보내기도 합니다 ② 바꾸기도 합니다 

  ③ 보내려고 합니다 ④ 바꾸려고 합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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သူတုိ႔ေတြ ေနထုိင္ခြင့္ကာလ သက္တမ္းတုိးျခင္း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တယ္။ စာခ်ဳပ္ 
သက္တမ္းတုိးရင္ ေနထုိင္ခြင့္ကာလေရာ အလုိအေလ်ာက္ သက္တမ္းတုိးပါသလား။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ၾကိမ္ နားေထာင္ၾကည့္ရေအာင္။

58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နထုိင္ခြင့္သက္တမ္း တုိးျပီးရင္ ဆက္ဆက္ အေၾကာင္းၾကားရမယ္။

리한  투안 씨, 계약 연장했어요? 
 ထူအန္း၊ စာခ်ဳပ္ သက္တမ္းတိုးျပီးျပီလား။

투안  네, 지난달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했어요. 
 ဟုတ္ကဲ့၊ ျပီးခဲ့တဲ့လက စာခ်ဳပ္သက္တမ္း ျပီးဆုံးလုိ႔ သက္တမ္းတိုးခဲ့ပါတယ္။

리한  그래요? 재계약을 하면 체류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ဟုတ္လား၊ စာခ်ဳပ္ သက္တမ္းတိုးရင္ ေနထိုင္ခြင့္ ကာလက အလုိအေလ်ာက္ 

သက္တမ္းတိုးတာလား။

투안  그건 아니래요. 따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အဲလုိေတာ့ မဟုတ္ဘူး။ ေနထိုင္ခြင့္ ကာလ သက္တမ္းတုိးခြင့္ကုိ သီးသန္႔ ေလွ်ာက္ရေသးတယ္။

리한  그렇군요. 그럼 연장 허가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အဲလုိလား။ ဒါဆိုရင္ သက္တမ္းတိုးခြင့္ အခုထိ မရေသးဘူးလား။

투안  네,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용 지원 센터에 가 보려고 해요. 

  ဟုတ္ကဲ့၊ ေနထိုင္ခြင့္ ကာလ သက္တမ္းမကုန္ခင္ ေလွ်ာက္လိုက္ရင္ရပါတယ္။ ကၽြန္ေတာ္ကေတာ့ 
ကိုရီးယားကို လာတာ ၃ႏွစ္ ျပည့္ျပီဆိုေတာ့ သီးသန္႔ ျပင္ဆင္ရမယ့္ စာရြက္စာတမ္း နည္းနည္း 
ရွိတယ္။ ဒါေၾကာင့္မုိ႔ ဒီေန႔ အလုပ္သမားစင္တာကုိ သြားမလို႔။

자동으로

အလိုအေလ်ာက္ 

따로

သီးသန္႔ 

1. 투안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어떻게 했어요?  
    ထူအန္းက စာခ်ဳပ္ကာလ ျပီးဆံုးေတာ့ ဘယ္လို လုပ္ခဲ့သလဲ။
2.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언제까지 받아야 해요?
    ေနထိုင္မႈ ကာလ သက္တမ္းတိုးခြင့္က ဘယ္အခ်ိန္ေနာက္ဆံုးထား ေလွ်ာက္ရတာ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လးေ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계약을 연장했어요.  2.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 받으면 돼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 အဆင့္ဆင့္၊ ဗီဇာေျပာင္းလဲပံုမ်ား 
□အသံုးခ်သင္ခန္းစာ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အတြက္ 

ေလွ်ာက္လႊာျဖည့္စြက္ျခင္း 
□ေဝါဟာရ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င့္ ဗီဇာ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 ေလွ်ာက္ထားျခ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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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နထုိင္ခြင့္ကာလ သက္တမ္းတုိးဖို႔ ဘာ စာရြက္စာတမ္းေတြနဲ႔ လုပ္ငန္းစဥ္ေတြ လိုအပ္ပါသလဲ။ 
ေအာက္က စကားလံုးေတြထဲမွာ ေနထိုင္ခြင့္နဲ႔ ပတ္သက္ျပီး ေလ့လာၾကည့္ၾကရေအာင္။

체류하다
ေနထိုင္သည္

체류 가능 기간
ေနထိုင္ႏုိင္သည့္ကာလ

체류 기간
ေနထိုင္ခြင့္ကာလ

변경 가능 횟수
ေျပာင္းလဲႏုိင္သည့္

အၾကိမ္အေရအတြက္ 

연장하다
သက္တမ္းတိုးသည္

체류지 입증 서류
ေနရပ္လိပ္စာ 

သက္ေသစာရြက္

자진 출국 각서
မိမိဆႏၵျဖင့္ ျပည္ေတာ္ျပန္ခြင့္ 

ေလွ်ာက္လႊာ

임대차 계약서
အိမ္အငွားစာခ်ဳပ္

신원 보증서
လူပုဂၢဳိလ္ အာမခံစာ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서
အလုပ္လုပ္ခြင့္ကာလ 

သက္တမ္းတုိးေလွ်ာက္လႊာ

구직등록필증
အလုပ္ရွာေဖြခြင့္ကတ္

어휘 1  ေ၀ါဟာရ ၁ 체류 기간 연장 ေနထုိင္မႈကာလ သက္တမ္းတုိးျ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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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က္လပ္နဲ႔ ကုိက္ညီတဲ့ စကားလုံးကို ေရြးျပီး စကားေျပာကုိ ျဖည့္စြက္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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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가: 체류 가능 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나: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이 따로 신청을 해요?

나: 아니요, 그건 일하는 근무지의 사업주가 신청해요.

가: 체류 기간  신청은 어디에서 해요?

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해요.

가: 체류지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등이 필요해요.

① 기간  ② 대상

① 계약  ② 취업 

① 연장  ② 취업

① 임대차 계약서  ② 자진 출국 각서 

1) 

2) 

3) 

4)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체류하다

연장하다

신원 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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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체류 가능                      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နထိုင္ခြင့္ကာလက ဘယ္နားမွာလဲ။
나: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 အေနာက္ျခမ္းမွာ ရက္စြဲ ပါပါတယ္။

① 기간  ② 대상

2) 
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이 따로 신청을 해요? 
 စာခ်ဳပ္ သက္တမ္းတိုးမယ့္သူက သက္သက္ ေလွ်ာက္ရတာလား။
나:  아니요, 그건 일하는 근무지의 사업주가 신청해요. 

 မဟုတ္ပါဘူး။ အဲဒါက အလုပ္လုပ္တဲ့ ေနရာက အလုပ္ရွင္က ေလွ်ာက္ရတာပါ။

① 계약  ② 취업

4) 
가:  체류지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နရပ္လိပ္စာ သက္ေသ စာရြက္စာတမ္းက ဘယ္လိုဟာေတြလဲ။
나: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등이 필요해요. 

 ေနထိုင္လ်က္ရွိေၾကာင္း သက္ေသျဖစ္တဲ့ အိမ္အငွားစာခ်ဳပ္ စသည္ျဖင့္ လုိအပ္ပါတယ္။

① 임대차 계약서 ② 자진 출국 각서

3) 
가:   체류 기간                       신청은 어디에서 해요? 
 ေနထိုင္ခြင့္ကာလ သက္တမ္းတိုး ေလွ်ာက္တာ ဘယ္မွာ လုပ္ရတာလဲ။
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해요.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မွာ လုပ္ရပါတယ္။

① 연장  ② 취업

㉠ 체류하다

㉡ 연장하다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ကုိက္ညီတဲ့ စကားလံုးနဲ႔ ခ်ိတ္ဆက္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①

②

③

④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①-㉢  ②-㉠  ③-㉣  ④-㉡   2. 1) ①  2) ①  3) ①  4) ①



348  58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58 ေနထုိင္ခြင့္သက္တမ္း တုိးျပီးရင္ ဆက္ဆက္ အေၾကာင္းၾကားရမယ္။   349

သူတုိ႔ ႏွစ္ေယာက္က ဟူေအာင္း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ပါ။ ဟူေအာင္းက ဘာေၾကာင့္ 
တရားမဝင္ေနထုိင္သူ ျဖစ္သြားလဲဆုိတာ အရင္ဆံုး သူတုိ႔ ေျပာေနတာေလးကို 
နားေထာင္ၾကည့္လုိက္ပါဦး။

투안  흐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 
 ဟူေအာင္း အေၾကာင္း ၾကားျပီးျပီလား။

리한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
이던데요. 

  ဟင့္အင္း၊ ဘာျဖစ္လို႔လဲ။ ဒီေန႔ အလုပ္မွာလည္း မျမင္မိဘူး။

투안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 

  ေနထိုင္ခြင့္ ဗီဇာမွာ ျပႆနာေပၚလုိ႔ ဟုိဟိုဒီဒီ 
လိုက္စံုစမ္းေနတယ္ထင္တယ္။

리한  정말이요?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
  တကယ္လား။ ျပီးခဲ့တဲ့ လက စာခ်ဳပ္ 

သက္တမ္းတုိးလုိက္တယ္မဟုတ္ဘူးလား။

투안  네,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ဟုတ္တယ္။ စာခ်ဳပ္ေတာ့ ခ်ဳပ္ခဲ့ေပမဲ့ ေနထိုင္ခြင့္ သက္တမ္းတိုးကုိ 
သက္သက္ မေလွ်ာက္လိုက္လို႔ တရားမဝင္ ေနထိုင္သူ 
ျဖစ္သြားတယ္တဲ့။

리한  그럼, 흐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
 ဒါဆိုရင္ ဟူေအာင္းက ျပန္ရေတာ့မွာလား။

투안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အဲလုိလည္း မဟုတ္ပါဘူး။ ဒဏ္ေၾကး နည္းနည္း 

ေဆာင္ရမယ္ထင္တယ္လုိ႔ ေျပာတယ္။

문제가 되다

ျပႆနာျဖစ္သည္ 이것저것

ဟိုဟိုဒီဒီ

1. 흐엉은 왜 불법 체류자가 되었어요? ဟူေအာင္းက ဘာေၾကာင့္ တရားမဝင္ေနထိုင္သူ ျဖစ္သြားတာလဲ။

2. 흐엉은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귀국해야 해요?
 ဟူေအာင္းက ေနထိုင္ခြင့္ဗီဇာမွာ ျပႆနာ ေပၚေတာ့ ျပန္ရမွာလား။

ဒီ တစ္ခါေတာ့ မိမိကုိယ္ကို ထူအန္းနဲ႔ ရီဟန္လုိ႔ သေဘာထားျပီး စကားေျပာကို လုိက္ဆိုၾကည့္ပါ။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했어요.  2. 아니요, 벌금을 좀 내야 해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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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နထုိင္ခြင့္ ဗီဇာအတြက္ အာမခံခ်က္ကို ဘယ္လို ရႏုိင္သလဲ။ ေနထုိင္ခြင့္ ဗီဇာနဲ႔ ဆုိင္တဲ့ 
စကားလံုးေတြကို ၾကည့္ၾကရေအာင္။

체류 자격
ေနထိုင္ခြင့္ဗီဇာ

 

합법 체류
တရားဝင္

ေနထုိင္ျခင္း

불법 체류
တရားမဝင္
ေနထုိင္ျခင္း

체류 자격 외 활동
ေနထိုင္ခြင့္ဗီဇာ ျပင္ပမွ အလုပ္

자격을 부여하다 
ဗီဇာေပးသည္

자격을 획득하다
ဗီဇာရသည္

자격을 변경하다
ဗီဇာေျပာင္းသည္

 

추방되다
ျပည္ႏွင္ဒဏ္ေပးခံရသည္

벌금을 내다
ဒဏ္ေငြေဆာင္သည္

강제 출국을 당하다
ျပန္ပို႔ခံရသည္

자진 출국하다
မိမိဆႏၵျဖင့္ ျပည္ေတာ္ျပန္သည္

 

체류 기간 연장이란? ေနထုိင္ခြင့္ကာလ သက္တမ္းတုိးျခင္းဆုိသည္မွာ 

이전에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ယခင္ ခြင့္ျပဳခ်က္ ရထားေသာ ေနထုိင္ခြင့္ကာလကုိ ေက်ာ္လြန္၍ ဆက္လက္၍ ကိုရီးယားႏုိင္ငံတြင္ ေနထုိင္လုိေသာ 
ႏုိင္ငံျခားသားသည္ ေနထုိင္ခြင့္ကာလ သက္တမ္းတုိးခြင့္ကို ေလွ်ာက္ထားရမည္။

체류 연장 가능 기간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င္သည့္ ကာလ 

고용 노동부에서 재고용 확인서를 받아오면 4년 1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အလုပ္သမားဝန္ၾကီးဌာနမွ ထပ္မံ ခန္႔အပ္ခြင့္ ရရွိလာပါက ၄ႏွစ္ႏွင့္ ၁ဝ လကို မေက်ာ္လြန္ေစဘဲ ေနထုိင္ခြင့္ 
သက္တမ္းတုိးႏိုင္ပါသည္။

Tip 체류 기간 연장 ေနထိုင္ခြင့္ကာလ သက္တမ္းတိုးျခင္း 

어휘 2  စကားေျပာ ၂ 체류 자격 ေနထုိင္ခြင့္ ဗီ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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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က္လပ္ထဲ ျဖည့္ရမယ့္ စကားလုံးကို ေရြးျပီး စကားေျပာကုိ ျပည့္စုံေအာင္ ျဖည့္စြက္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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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가: 체류 연장 신고를 어서 해야 하는데. 통 시간이 안 나네요.

나: 어서 하세요.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가 돼요. 

가: 취업하신 거죠? 증명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나: 취업  를 제출하면 될까요?

가: 스스로 신고한 거예요?

나: 네,  출국을 하면 재입국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가: 신청 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요.

나: 네, 날짜를 기억해야겠네요.

① 불법  ② 합법

① 신청서  ② 확인서 

① 강제  ② 자진 

① 기간  ② 대상 

1) 

2) 

3) 

4)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추방되다

벌금을 내다

자진 출국하다

강제 출국을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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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체류 연장 신고를 어서 해야 하는데. 통 시간이 안 나네요. 
      ေနထိုင္မႈ သက္တမ္းတိုး သတင္းပို႔တာကို အျမန္ လုပ္ရမွာ၊ လုံးဝ အခ်ိန္မရပါလား။
나:  어서 하세요.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가 돼요. 

     အျမန္ လုပ္ပါ။ ေနထုိင္မႈ ကာလ သက္တမ္းကုန္သြားရင္ တရားမဝင္ေနထိုင္သူ ျဖစ္သြားမွာ။

① 불법  ② 합법

2) 
가:   취업하신 거죠? 증명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အလုပ္ရျပီမဟုတ္လား။ သက္ေသ စာရြက္စာတမ္းေတြ တင္ေပးပါ။
나:  취업                      를 제출하면 될까요? အလုပ္ဝင္ေထာက္ခံခ်က္ကုိ တင္ရင္ ရလား။

① 신청서 ② 확인서

3) 
가:   스스로 신고한 거예요? ကိုယ္တိုင္ သတင္းပို႔တာလား။
나:  네,                       출국을 하면 재입국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ဟုတ္ကဲ့၊ ကိုယ္ထူကိုယ္ထ ျပည္ကထြက္ခြာရင္ ျပည္ျပန္ဝင္တဲ့အခါ အေထာက္အပံ့ျဖစ္တယ္ဆိုလို႔ပါ။

① 강제  ② 자진

4) 
가:   신청                      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요. 
     ေလွ်ာက္ထားရမယ့္ ကာလ ေက်ာ္လြန္ျပီးမွ သတင္းပို႔ရင္ ဒဏ္ေငြ ေဆာင္ရမယ္။
나:  네, 날짜를 기억해야겠네요. ဟုတ္ကဲ့၊ ရက္စြဲကို ေသခ်ာ မွတ္ထားရမွာေပါ့ေနာ္။

① 기간  ② 대상

㉠ 추방되다

㉡ 벌금을 내다

㉢ 자진 출국하다

㉣ 강제 출국을 당하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ကိုက္ညီတဲ့ စကားလံုးနဲ႔ ခ်ိတ္ဆက္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①

②

③

④

အေပၚက စကားလံုးေ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①-㉡  ②-㉠  ③-㉣  ④-㉢   2. 1) ①  2) ②  3) ②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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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အန္းရဲ႕ ေနထိုင္ခြင့္ သက္တမ္းတိုး ခြင့္ျပဳခ်က္ ေလွ်ာက္လႊာျဖစ္ပါတယ္။ ေသခ်ာ ဖတ္ျပီး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신 청 서 (신 고 서) 
ေလွ်ာက္ထားလႊာ(သတင္းပို႔လႊာ)

업 무 선 택 ေလွ်ာက္ထားမႈ အေၾကာင္းအရာ

① 외국인 등록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ခင္း 

② 등록증 재발급 မွတ္ပုံတင္ အသစ္ထုတ္ျခင္း 

③ 체류기간 연장 허가 ေနထိုင္ခြင့္ကာလ သက္တမ္းတိုးျခင္း 

④ 체류기간 변경 허가 ေနထိုင္ခြင့္ကာလ ေျပာင္းလဲျခင္း 

⑤ 체류자격 부여 ေနထိုင္ခြင့္ဗီဇာ ေလွ်ာက္ထားျခင္း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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၂ဝ၁၃.ဝ၄.ဝ၁ - ၂ဝ၁၅.ဝ၃.၂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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ဥကၠဌ 

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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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안 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② 투안 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③ 투안 씨는 2015년 4월에 고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④ 투안 씨는 2012년 4월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신  청  서 (신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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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OF STATUS OF SOJO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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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ING STATUS OF SOJOURN

2015 년(years)             3 월(months)            21 일(days)  
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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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씨의 체류 연장 허가 신청서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အေပၚက ေလွ်ာက္လႊာထဲက အေၾကာင္းအရာနဲ႔ မတူတာကုိ ေရြးပါ။
1. 위 신청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① 투안 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② 투안 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③ 투안 씨는 2015년 4월에 고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④ 투안 씨는 2012년 4월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정답   1. ③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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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연장 신청 
ေနထုိင္ခြင့္ ကာလ သက္တမ္းတုိး ေလွ်ာက္ထားျခင္း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절차도 ေနထုိင္ခြင့္ ကာလ သက္တမ္းတိုး  ခြင့္ျပဳခ်က္ လုပ္ငန္းစဥ္ ဇယား 

신청인 신청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 서류

- 수수료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

심사

허가 불허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  여권에 근무처변경   

추가허가인 날인

-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 이유 고지

ေလွ်ာက္ထားသူ
ေလွ်ာက္ထားရမည့္ ကာလ

(ေနထိုင္ခြင့္သက္တမ္း မကုန္ဆုံးမီအထိ)

ေနထိုင္ခြင့္ကာလ သက္တမ္းတိုး ေလွ်ာက္ထားျခင္း 
(သက္ဆိုင္ရာ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 သုိ႔မဟုတ္ ရံုးခြဲ) လုိအပ္သည့္ စာရြက္စာတမ္းမ်ား

-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 ေလွ်ာက္လႊာ 
- ပတ္စ္ပို႔
-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ရွိျပီးသားျဖစ္လွ်င္)
- ေနထိုင္ခြင့္ဗီဇာအလုိက္ လိုအပ္သည့္ 
စာရြက္စာတမ္းမ်ား

- ဝန္ေဆာင္ခ 

စစ္ေဆးျခင္း

ခြင့္ျပဳသည္ ျငင္းပယ္သည္

- ပတ္စ္ပို႔တြင္ အလုပ္လိပ္စာေျပာင္းျခင္း
ထပ္မံခြင့္ျပဳေၾကာင္း စည္းတံဆိပ္ ခတ္ႏွိပ္

-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တြင္
ခြင့္ျပဳေၾကာင္း မွတ္ခ်က္ေရးသား

ျငင္းပယ္ရသည့္ 
အေၾကာင္းရင္း 

မွတ္ခ်က္ေရးသား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기간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 ေလွ်ာက္ထားရမည့္ ကာလ 

현재의 체류 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နထုိင္ခြင့္ သက္တမ္း မကုန္ဆံုးခင္ ၂လအလိုမွစ၍ ကုန္ဆံုးသည့္ေန႔အတြင္း ေလွ်ာက္ထားရမည္။ ေနထုိင္ခြင့္သက္တမ္း ကုန္ဆံုးျပီး 
ေနာက္ပုိင္းမွ ေနထိုင္ခြင့္ကာလ သက္တမ္းတိုးခြင့္ ေလွ်ာက္ထားလွ်င္ ဒဏ္ေငြ ေပးေဆာင္ရပါမည္။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방법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 ေလွ်ာက္ထားနည္း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당일 본

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ကိုယ္တိုင္ သို႔မဟုတ္ ကုိယ္စားလွယ္မွ ေနရပ္လိပ္စာရိွ သက္ဆိုင္ရာ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သုိ႔ လိုအပ္သည့္ စာရြက္စာတမ္းမ်ားကုိ ျပင္ဆင္၍ 
ေလွ်ာက္ထားလွ်င္ ရပါသည္။ သုိ႔ေသာ္ ေလွ်ာက္ထားသည့္ေန႔တြင္ ကာယကံရွင္မွ ျပည္တြင္းတြင္ ရိွေနမွသာ ေလွ်ာက္ထားႏိုင္ပါသ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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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တို႔ကုိ နားေထာင္ျပီး ဘာအေၾကာင္းေျပာေနတာလဲဆိုတာ ေရြးပါ။
[2~3]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2. ① 신청 기간  ② 신청 대상

 ③ 체류 기간  ④ 취업 기간

3. ① 강제 출국  ② 불법 체류

 ③ 자진 출국  ④ 합법 체류

အေၾကာင္းအရာ တစ္ပုဒ္ကို နားေထာင္ျပီး ေမးခြန္း ႏွစ္ပုဒ္ကို ေျဖ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ရင္ ဘယ္ကုိ သြားရမလဲ။

 ① 공항  ② 고용센터

 ③ 현지 사무소  ④ 출입국 관리사무소

5.  여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မိန္းကေလးက ေျပာတဲ့ အေၾကာင္းအရာ မဟုတ္တာကုိ ေရြးပါ။

 ① 취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②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돼요.

 ③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④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
1.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မိန္းကေလးက အခု ဘာ လုပ္ေနသလဲ။

① 외국인 등록  ② 체류 기간 연장

③ 사업장 변경 신청  ④ 재입국 허가 신청

Track 180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၄ နဲ႔ ၅ ကေတာ့ စကားေျပာ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ဖစ္ပါတယ္။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အေျဖေတြကို ၾကိဳျပီး ဖတ္ၾကည့္ပါ။

ေမးခြန္း ၁ ကေတာ့ စကားေျပာ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ဖစ္ပါတယ္။ ေမးခြန္း ၂ နဲ႔ ၃ 
ကေတာ့ သူတို႔ ေျပာေနတဲ့ အေၾကာင္းအရာကို ေျဖေပးရမွာျဖစ္ပါတယ္။ အသံဖုိင္ကို နားမေထာင္ခင္ 
စကားလံုးေတြကုိ ၾကိဳဖတ္ထား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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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여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ဒီမွာ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 ေလွ်ာက္လႊာနဲ႔ ပတ္စ္ပို႔၊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တြပါ။

 남: (서류 넘기는 소리, 잠시 후) 네, 접수되셨고요. 심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စာရြက္စာတမ္း ေပးသံ၊ ခဏၾကာျပီးေနာက္)ဟုတ္ကဲ့၊ ေဖာင္တင္ျပီးပါျပီ။ စစ္ေဆးျပီးရင္ ဆက္သြယ္ေပးပါ့မယ္။

2. 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최대 5년입니다.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ကေတာ့ ျပည္တြင္းမွာ ေနထိုင္ခြင့္ရွိတဲ့ ကာလက ၃ႏွစ္ကေန အမ်ားဆုံး ၅ႏွစ္ျဖစ္ပါတယ္။
3. 여: 체류 기간이 만료하는 등 체류 자격이 없이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နထိုင္ခြင့္သက္တမ္း ကုန္ဆံုးျခင္း စတဲ့ ေနထိုင္ခြင့္ဗီဇာ မရွိဘဲ ေနထိုင္ေနတဲ့ အေျခအေနမ်ဳိးကုိ ဆုိုလိုတာပါ။

4-5. 남: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နထိုင္ခြင့္ကာလ သက္တမ္းတုိးခ်င္လုိ႔ပါ။
 여: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취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

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돼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돼요.  

  လူဝင္မ ႈ ၾကီး ၾကပ္ေရးရ ံ ု းကိ ု  အေၾကာင္း ၾကားျပ ီ း ခ ြင ့ ္ ျပ ဳခ်က္ ရယူရမယ္။ အလုပ္ကာလ သက္တမ္းတု ိ း 
ေလွ်ာက္လႊာကုိ တင္ျပီး စစ္ေဆးမႈကို ခံယူပါ။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 ခြင့္ျပဳခ်က္ကို မယူဘဲ အလုပ္လုပ္ရင္ 
တရားမဝင္ေနထိုင္သူျဖစ္ျပီး အတင္းအက်ပ္ ျပန္ပုိ႔ခံရမ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②  2. ③  3. ②  4. ④  5. ④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①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돼요.

 ③ 구직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④ 체류 기간 끝나기 2개월 전에 해야 해요.

2.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အာက္ပါတို႔ကို ေသခ်ာ နားေထာင္ျပီး ဆက္ေျပာရမယ့္ စကားကို ေရြးပါ။

 ① 빨리 비가 오면 좋겠어요.  ② 며칠 후에 온다고 했어요. 

 ③ 태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④ 장마철이 끝나서 그럴 거예요.

1. 남: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နထိုင္ခြင့္သက္တမ္း တိုးမယ္ဆိုရင္ ဘာလိုလဲ။

2. 여: 비가 그치지 않네요. 오늘도 하루 종일 올 것 같아요.  
 မိုးက မတိတ္ဘူးပဲ။ ဒီေန႔လည္း တစ္ေနကုန္ ရြာမယ္ထင္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①  2. ③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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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

에 허가 사항을 적어 줍니다.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ကုိ သြားရင္ ေလွ်ာက္လႊာျဖည့္ျပီး ေဖာင္တင္ျပီး စစ္ေဆးမႈခံယူရပါမယ္။ ခြင့္ျပဳခ်က္ရရင္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မွာ ခြင့္ျပဳေၾကာင္း ေရးေပးပါတယ္။

     체류 연장 절차가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 လုပ္ငန္းစဥ္ မဟုတ္တဲ့ ဝါက်ကုိ ေရြးပါ။
     ① 심사를 받아요.   ② 신청서를 작성해요.

     ③ 신청서를 접수해요.  ④ 등록증 허가를 받아요.

5.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체류 기간 만료일 전까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를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ရင္ ေနထိုင္ခြင့္ကာလ မကုန္ဆုံးခင္အထိ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 ေလွ်ာက္လႊာ၊ 
ပတ္စ္ပုိ႔၊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 ဝန္ေဆာင္ခ စသည္တို႔ကုိ ျပင္ဆင္ျပီး သြားရပါမယ္။

     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အေပၚက အေၾကာင္းအရာနဲ႔ မတူတာကုိ ေရြးပါ။

     ① 수수료가 듭니다.   ②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③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신청 기간은 만료일 다음날까지입니다.

[4~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58과_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295

EPS-TOPIK 읽기

1.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① 추방됐어요. ② 벌금을 냈어요. 

 ③ 자진 출국했어요. ④ 자격을 변경했어요.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 외 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고용 ② 신청  ③ 연장 ④ 활동

3. 체류 기간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야합니다. 

① 연장하려면 ② 심사하려면 ③ 허가하려면  ④ 추방되려면

[4~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4.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에 허가 사항을 적어 줍니다.

체류 연장 절차가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① 심사를 받아요.   ② 신청서를 작성해요.

③ 신청서를 접수해요.  ④ 등록증 허가를 받아요. 

5.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체류 기간 만료일 전까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수수료가 듭니다.   ②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③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신청 기간은 만료일 다음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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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က္လပ္ထဲ ျဖည့္ရမယ့္ အမွန္ဆုံး စကားလုံးကုိ ေရြးပါ။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 외                 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က ေနထိုင္ခြင့္ဗီဇာ ျပင္ပ အလုပ္(လႈပ္ရွားမႈ)ကုိ လုပ္ဖုိ႔အတြက္ ဆက္ဆက္ 
အေၾကာင္းၾကားရပါမယ္။ 

     ① 고용  ② 신청  ③ 연장  ④ 활동

3.

 
체류 기간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야합니다.

ေနထုိင္ခြင့္သက္တမ္း တိုးခ်င္ရင္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ကုိ သြားရပါမယ္။

     ① 연장하려면  ② 심사하려면  ③ 허가하려면  ④ 추방되려면

ေအာက္က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
1.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① 추방됐어요.  ② 벌금을 냈어요.

③ 자진 출국했어요.  ④ 자격을 변경했어요.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 က ပံုကို ၾကည့္ျ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၂ နဲ႔ ၃ ကေတာ့ 
မွန္ကန္တဲ့ စကားလံုးကို ေရြးေပးရမွာျဖစ္ျပီး သင္ယူထားတဲ့ စကားလံုးေတြကို ျပန္ေတြးၾကည့္ျပီး 
ေမးခြန္းေတြကို ေျဖပါ။

ေမးခြန္း ၄ န႔ဲ ၅ ကေတာ့ စာပုိဒ္ကုိ ဖတ္ျပီး သက္တမ္းတိုးျခင္းဆိုင္ရာ ေမးခြန္းေတြကုိ ေျဖပါ။

정답   1. ①  2. ④  3. ①  4. ④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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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④  3. ①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မွာ ျဖည့္ရမယ့္ အသင့္ေတာ္ဆုံး စကားကို ေရြးပါ။

1.

  

저는 한국에서 눈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고향은 일년 내내                      눈이 오지 않기 때문입

니다.

ကၽြန္ေတာ္ကေတာ့ ကုိရီးယားမွာ ႏွင္းကုိ ပထမဦးဆံုး ေတြ႔ဖူးခဲ့ပါတယ္။ ကၽြန္ေတာ္တို႔ ဇာတိကေတာ့ တစ္ႏွစ္ပတ္လံုး 
ေႏြးျပီးေတာ့ ႏွင္းမက်တဲ့အတြက္ေၾကာင့္ပါ။

  ① 흐려서 ② 넓어서 ③ 따뜻해서 ④ 깨끗해서

2.

  

요즘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직장을 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အခုတေလာ ကားျပင္သင္တန္း တက္ေနပါတယ္။ ေနာက္ပုိင္းက်ရင္ ဇာတိကို ျပန္ျပီး အလုပ္ရွာတ့ဲအခါ 
အေထာက္အပ့ံျဖစ္မယ္ထင္ပါတယ္။

  ① 별로 ② 벌써 ③ 깨끗이 ④ 나중에

3.

  

이 작업 도구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사용할 때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해야 합니다.

ဒီ အလုပ္သုံးပစၥည္းဟာ အဆင္ေတာ့ ေျပေပမ့ဲ သုံးတ့ဲအခါ နည္းနည္း အႏ ၱရာယ္ မ်ားပါတယ္။ ဒါေၾကာင့္မို႔ အျမဲ 
မထိခိုက္ရေအာင္ သတိထားရပါတယ္။

  ① 다치지 않도록   ② 다치지 않으면 

  ③ 아프지 않도록   ④ 아프지 않으면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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ဒါကေတာ့ စက္မႈလုပ္ငန္းသံုး သတိျပဳရန္ ေဆာင္ပုဒ္ေ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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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Ⅰ
Industrial Safety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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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산업 안전표지 Industrial safety signs and symbols

출입금지 보행금지 금연 화기금지
No entry No pedestrians No smoking No open fi re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독 물질 경고
Warning: fl ammable material Warning: oxidizing Warning: explosive Warning: acute toxic

방사선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Warning: radioactive Warning: high-tension electricity Warning: hanging objects Warning: falling objects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위험 장소 경고
Warning: high temperature Warning: low temperature Warning: loss of body balance Warning: hazardous site 

학습 목표  산업 안전표지 익히기 To master industrial safety signs and symbols,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To master manufacturing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어        휘  산업 안전표지 Industrial safety signs and symbols,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Manufacturing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정보ㆍ문화 직업병 Occupational diseases  

한국어 표준교재 59-60.indd   296 2014-06-11   오후 2:01:30

출입금지
အဝင္အထြက္ မျပဳရ 

보행금지
ျဖတ္သန္းသြားလာျခင္း 

မျပဳရ 

금연
ေဆးလိပ္မေသာက္ရ 

화기금지
မီးမသုံး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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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 경고
ေလာင္ကြ်မ္းလြယ္ေသာ 

ပစၥည္း သတိျပဳ 

방사성 물질 경고
ေရဒီယိုသတၱိၾကြ  
ပစၥည္း သတိျပဳ 

산화성 물질 경고
ဓာတ္ျပဳလြယ္ေသာ  

ပစၥည္း သတိျပဳ 

고압 전기 경고
ဗို႔အားျမင့္ လွ်ပ္စစ္  

သတိျပဳ 

폭발성 물질 경고
ေပါက္ကဲြလြယ္ေသာ 

ပစၥည္း သတိျပဳ 

매달린 물체 경고
ခိ်တ္ဆဲြပစၥည္း သတိျပဳ 

급성독 물질 경고
အဆိပ္သင့္ေစႏိုင္ေသာ 

ပစၥည္း သတိျပဳ

낙하물 경고
ျပဳတ္က်ပစၥည္း သ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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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경고
သတိ!အပူခ်ိန္ျမင့္သည္

저온 경고
သတိ!အပူခ်ိန္နိမ့္သည္

몸균형 상실 경고
သတိ၊ ခႏၶာကိုယ္ 
ဟန္ခ်က္ထိန္းရန္ 

위험 장소 경고
သတိ၊  

အႏၱရာယ္မ်ားေသာ ေနရာ 

59 산업 안전Ⅰ
 လုပ္ငန္းခြင္တြင္း ေဘးကင္းလံုျခံဳမႈ ၁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စက္မႈလုပ္ငန္းသံုး သတိျပဳရန္ ေဆာင္ပုဒ္မ်ားႏွင့္ အကြ်မ္းတဝင္ျဖစ္ေစရန္၊ 
ကုန္ပစၥည္းထုတ္လုပ္မႈ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င့္ အကြ်မ္းတဝင္ 
ျဖစ္ေစရန္။ 

□  ေဝါဟာရ  စက္မႈလုပ္ငန္းသံုး သတိျပဳရန္ ေဆာင္ပုဒ္မ်ား၊ 
ကုန္ပစၥည္းထုတ္လုပ္မႈ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ရာဂါ

어휘 1  ေ၀ါဟာရ ၁ 산업 안전 표지 စက္မႈလုပ္ငန္းသုံး သတိျပဳရန္ ေဆာင္ပုဒ္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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ဒါကေတာ့ ကုန္ပစၥည္းထုတ္လုပ္မႈ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1)   직선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ဖိစက္မ်ား၊ ညွပ္စက္မ်ား ၾကားတြင္ လက္ညွပ္ျခင္း

(2) 회전부와 고정물체 사이에 끼임 
 လည္ေနေသာစက္ႏွင့္ ပစၥည္း ခြင္က်ေအာင္ ခ်ေသာ စက္မ်ားၾကား လက္ညွပ္ျခင္း 

(3) 두 회전체의 물림점에 끼임 
 လည္ေနေသာ စက္သြားဘီးမ်ားႏွင့္ စက္သီးမ်ားၾကား လက္ညွပ္ျခင္း 

(4) 회전체 및 돌기부에 감김 
 လည္ေနေသာ ခိ်န္းၾကိဳးမ်ားၾကား ညွပ္မိျခင္း 

(5) 인력 운반, 취급 중인 물체에 끼임 
 ေလးပင္ေသာ ပစၥည္းမ်ား မ-ရာတြင္ သို႔မဟုတ္ စက္ျဖင့္ သယ္ေဆာင္ေနဆဲ ပစၥည္းမ်ားၾကား ညွပ္မိျခင္း 

끼임 재해 ညႇပ္မိျခင္း ထိခုိက္မႈ

어휘 2  ေဝါဟာရ ၂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ကုန္ပစၥည္းထုတ္လုပ္မႈ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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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 사다리에서 넘어짐 ေလွကား၊ ေျခတံရွည္ ေလွကားေပၚမွ ျပဳတ္က်ျခင္း 

(2) 바닥에서 미끄러짐,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ၾကမ္းျပင္ေပၚတြင္ ေခ်ာ္လဲျခင္း၊ ခလုတ္တုိက္ လဲက်ျခင္း 

(3) 운송수단, 설비에서 넘어짐 ပို႔ေဆာင္ေရး စက္ကိရိယာမ်ားေပၚမွ လဲက်ျခင္း 

(4) 물체의 넘어짐 လူေပၚ ပစၥည္းျပဳတ္က်ျခင္း 

넘어짐 재해 ျပဳတ္က်ျခင္း ထိခုိက္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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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에 의한 부딪힘 
 လူခ်င္း တိုက္မိျခင္း 

(2) 고속 회전체 등에 부딪힘 
 အရိွန္ျပင္းေသာ လည္စက္ျဖင့္ တိုက္မိျခင္း 

(3)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에 부딪힘 
 ၾကမ္းျပင္တြင္ လိမ့္လာေသာ ပစၥည္းျဖင့္ တုိက္မိျခင္း 

(4) 흔들리는 물체에 부딪힘 
 လႈပ္ရွားေနေသာ ပစၥည္းျဖင့္ တုိက္မိျခင္း 

(5) 취급사용 물체에 부딪힘 
 ကုိင္တြယ္ေနေသာ ပစၥည္းျဖင့္ တုိက္မိျခင္း 

(6) 차량 등과의 부딪힘 
 ကား စေသာ ယာဥ္မ်ားျဖင့္ တိုက္မိျခင္း 

부딪힘 재해 တိုက္မိျခင္း ထိခုိက္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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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량물 운반 시 맞음 ေလးလံေသာ ပစၥည္းမ်ား သယ္ယူရာတြင္ ထိမွန္ခံရျခင္း

(3) 내압을 받는 용기부품에 맞음
       အတြင္းမွ ဖိအားေၾကာင့္ လြင့္စင္လာေသာ 

စက္အပိုပစၥည္းမ်ား ထိမွန္ခံရျခင္း 

(4) 보관된 부품에 맞음 
     သုိေလွာင္ ပစၥည္းမ်ား ျပဳတ္က်၍ ထိမွန္ခံရျခင္း 

맞음 재해 ထိမွန္ခံရျခင္း ထိခုိက္မႈ 

(2) 연삭기, 선반, 원심기 가공물에 맞음 
     အေခ်ာကုိင္စက္၊ စင္ေပၚ၊ လွည့္စက္ေပၚမွ လြင့္စင္လာေသာ ပစၥည္းမ်ား ထိမွန္ခံရျ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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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온, 고압 물이 비산 
    အပူခ်ိန္ျမင့္၊ ဖိအားျမင့္ အရည္မ်ား  

ဖိတ္စင္ျခင္း

(2) 교류아크용접 작업 중 감전 
  ဗို ႔အားမ်ားေသာ စက္ျဖင့္ ဂေဟေဆာ္ေနစဥ္ 

ဓာတ္လိုက္ျခင္း

(3) 지붕수리 중 떨어짐 
 ေခါင္မိုးျပင္ရာမွ ျပဳတ္က်ျခင္း 

(4) 저장탱크 주유 중 화재 
 သိုေလွာင္ကန္ ဆီျဖည့္စဥ္ မီးေလာင္ျခင္း 

(5) 에어조끼에 화상 
 ေလေဖာင္းအကၤ်ီမွတစ္ဆင့္ မီးေလာင္ဒဏ္ရာရျခင္း

기타 재해 အျခား ထိခုိက္မႈမ်ား

http://www.slideshare.net/iglassbox/safety-education-for-migrant-workers-in-koreaeng 참고함. 

(6) 연료통 절단 중 폭발 
   ဆီ၊ ဓာတ္ေငြ႔ဗူး ျဖဳတ္ရာမွတစ္ဆင့္ 

ေပါက္ကြဲမႈ ျဖစ္ပြားျ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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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အလုပ္ေရာဂါ 

직업병이란? အလုပ္ေရာဂါဆိုတာ... 
직업성 질환은 근로자의 질병이 "직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말합니

다. 직업성 질환은 작업에서 노출되는 유해 인자에 의해 발생되는 전

형적인 직업병과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되지만 직업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는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အလုပ္ေရာဂါဆိုတာကေတာ့ အလုပ္သမားရဲ႕ ေရာဂါက “အလုပ္ေၾကာင့္ 
ျဖစ္လာတာ”ဆုိတဲ့ အဓိပၸါယ္ျဖစ္ပါတယ္။ အလုပ္ေၾကာင့္ျဖစ္တဲ့ ေရာဂါေတြမွာ 
အလုပ္ခြင္မွာရိွေနတဲ့ ေဘးျဖစ္ေစႏုိင္တဲ့ ဓာတ္သတၱိေတြေၾကာင့္ ျဖစ္ပြားလာတဲ့ 
ေရာဂါမ်ဳိးနဲ႔ အလုပ္ခြင္မွမဟုတ္ေသာ အေၾကာင္းရင္းေၾကာင့္ ျဖစ္ပြားခဲ့တဲ့ ေရာဂါက 
အလုပ္ေၾကာင့္ ပုိျပီး ဆိုးရြားလာတဲ့ အလုပ္န႔ဲသက္ဆိုင္တဲ့ ေရာဂါဆိုျပီး ခြဲျခားထားပါတယ္။ 

소음성 난청 ဆူညံသံေၾကာင့္ ျဖစ္ပြားေသာ နားမၾကားျခင္း 

소음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청력이 손실되는 소음성 난청

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명, 스트레스 증가, 면역체계 변화 등

이 발생하여 작업 능률이 저하되거나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유

발할 수도 있습니다.

ဆူညံသံေတြထဲမွာ ဆက္တိုက္ ေနရတဲ့အခါ အၾကားအာရုံက လုံးဝ ပ်က္စီးသြားျပီး 
ဆူညံသံေၾကာင့္နားမၾကားျခင္း ျဖစ္ပြားႏုိင္ပါတယ္။ ေနာက္ျပီး နားအူျခင္း၊ 
စိတ္ဖိစီးမႈ မ်ားလာျခင္း၊ ခုခံအားေျပာင္းလဲျခင္း စတာေတြလည္း ျဖစ္လာႏိုင္ျပီး 
အလုပ္လုပ္ႏုိင္စြမ္း က်ဆင္းျခင္း သုိ႔မဟုတ္ အလုပ္ခြင္အတြင္း သတိမမူမိျခင္းေၾကာင့္ 
မေတာ္တဆမႈမ်ားလည္း ျဖစ္ပြားႏုိင္ပါတယ္။ 

방사선에 의한 건강 장해 ေရဒီယိုသတိၱၾကြ အဏုျမဴ ေရာင္ျခည္ေၾကာင့္ 
က်န္းမာေရး ဆိုးဝါးလာျခင္း 

방사선에는 발생 에너지가 물체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전리 방사선과 

에너지 수준은 낮으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 건강상 나쁜 

영향을 발생할 수 있는 비전리 방사선이 있습니다. 전리 방사선 노출에 

의한 장해로는 백혈병,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뼈암, 피부암 등이 있

습니다.

ေရဒီယိုသတိၱၾကြ အဏုျမဴေရာင္ျခည္ထဲမွာ ရုပ္ဝတၳဳကုိ ျဒပ္ေျပာင္းေစတဲ့ 
အားျမင့္ျဒပ္ေျပာင္းအဏုျမဴနဲ႔ စြမ္းအင္နည္းေပမဲ့ ဆက္တိုက္ ထပ္ခါထပ္ခါ 
ထိေတြ႔ရင္ က်န္းမာေရးကုိ ထိခုိက္ေစႏုိင္တဲ့ အားနိမ့္အဏုျမဴဆိုျပီး ရိွပါတယ္။ 
အားျမင့္အဏုျမဴေၾကာင့္ ျဖစ္ပြားႏုိင္တဲ့ ေရာဂါေတြကေတာ့ ေသြးကင္ဆာ၊ 
လည္က်ိတ္ကင္ဆာ၊ ရင္သားကင္ဆာ၊ အဆုတ္ကင္ဆာ၊ အရိုးကင္ဆာ၊ 
အေရျပားကင္ဆာ စသည္ျဖင့္ ရိွ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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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60 산업 안전Ⅱ

60 산업 안전 Ⅱ
လုပ္ငန္းခြင္တြင္း ေဘးကင္းလံုျခံဳမႈ ၂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တြ ဘာေတြရိွလဲ ၾကည့္ရေအာင္။  
ကြန္ကရစ္မို ေဆာက္လုပ္ျခင္း၊ ျငမ္းဆင္ျခင္း၊ သံတိုင္ တပ္ဆင္ျခင္း၊ ကြန္ကရစ္ေလာင္းျခင္း၊ 
သံေဘာင္ တပ္ဆင္ျခင္း၊ အုတ္စီျခင္း၊ ဘိလပ္ေျမကိုင္ျခင္းႏွင့္ ေဆးသုတ္ျခင္းေတြ ျပဳလုပ္ရာမွာ 
ဘယ္လို သတိျပဳစရာေတြ 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근로자는 안전대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လုပ္သားမ်ား အသက္ကယ္ ခါးပတ္ၾကိဳးကို 
မွန္ကန္စြာ ဝတ္ဆင္ထားျခင္း ရိွပါသ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အသက္ကယ္ ခါးပတ္ၾကိဳးျဖင့္ 
ခိ်တ္ဆက္ရန္ ကိရိယာမ်ား ေသခ်ာ 
တပ္ဆင္ထားမႈ ရိွပါသလား။ 

근로자간 의견 교환은 충분

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လုပ္သားခ်င္း အၾကံဥာဏ္ ဖလွယ္မႈ 
လုံေလာက္ပါသလား။ 

확인조립도에 따라 조립되고 

있는가?

ေသခ်ာစိစစ္ထားေသာ ပံုၾကမ္းနဲ႔ အညီ 
ေဆာက္လုပ္ေနပါသလား။

거푸집 동바리 붕괴 위험은 

없는가?

ကြန္ကရစ္ ပံုေလာင္းရာတြင္ 
မိုအျဖစ္အသုံးျပဳေသာ သစ္သားမ်ား 
ကဲြထြက္မႈ အႏၱရာယ္ ရိွပါသလား။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순서는  

준수되고 있는가?

ကြန္ကရစ္ ပံုေလာင္းရာတြင္ အသုံးျပဳေသာ 
သစ္သားမ်ား တပ္ျခင္း၊ ျဖဳတ္ျခင္း အစဥ္လုိက္ 
ေဆာင္ရြက္ေနပါသလား။ 

상하부동시에 작업이 진행되

고 있지는 않은가?

အေပၚလႊာနဲ႔ ေအာက္လႊာ 
တစ္ျပိဳင္တည္း လုပ္ကုိင္ေနပါသလား။ 

자재 운반(받아치기) 작업시 

추락 방지 조치는 적정한가?

သစ္သားမ်ား သယ္ယူတဲ့အခါ 
ျပဳတ္မက်ႏုိင္ေအာင္ ကာကြယ္မႈ 
လုံေလာက္ပါသလား။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구조 검

토 및 조립도는 작성되었는가?

ကြန္ကရစ္ေလာင္းရန္ 
သစ္သားဆင္ရာတြင္ ပံုစံစိစစ္ေရးႏွင့္ 
ပံုၾကမ္းဆြဲသားမႈ ရိွပါသလား။

거푸집 작업 ကြန္ကရစ္မို ေဆာက္လုပ္ျ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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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င့္ အကြ်မ္းတဝင္ 
ျဖစ္ေစရန္ 

□  ေဝါဟာရ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ရာဂါ ကာကြယ္ေရး

어휘 1  ေ၀ါဟာရ ၁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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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작업 ျငမ္းဆင္မႈ

양중기의 인양 능력 대비 갱폼의 

중량에 대한 안전성은 사전에 검

토되어 있는가?

ျငမ္းဆင္ကရိန္းရဲ႕ သယ္ေဆာင္ႏိုင္စြမ္းနဲ႔ 
ျငမ္းရဲ႕ ဝန္မွ်မႈအတြက္ လုံျခံဳေရးကုိ 
ၾကိဳတင္စစ္ေဆးထားမႈ ရိွပါသလား။

갱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

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ငမ္းရဲ႕ တည္ေဆာက္မႈ ပံုစံနဲ႔ 
ပတ္သက္ျပီး ျငိမ္သက္မႈ ရရိွေအာင္ 
ေဆာင္ရြက္ထားပါသလား။ 

작업 방법 및 작업 순서는 

준수하고 있는가?

ေဆာက္လုပ္ေရးနည္းလမ္းနဲ႔ အစီ 
အစဥ္ကုိ လိုက္နာျခင္း ရိွပါသလား။ 

갱폼 안전 조치

- 단부 안전난간 설치

- 수직 보호망 설치

- 진·출입 통로 확보

- 갱폼간 연결 통로 및 수직 사다리 설치

ျငမ္းႏွင့္ ပတ္သက္ေသာ ေဘးကင္း စည္းမ်ဥ္းမ်ား 
- လက္ရန္း တပ္ဆင္ျခင္း 
- ပိုက္ဇကာအရွည္ တပ္ဆင္ျခင္း 
- အဝင္အထြက္လမ္း ဖယ္ထားျခင္း 
-  ျငမ္း တစ္ခုနဲ႔ တစ္ခုၾကား သြားလမ္းမ်ား၊ 
ေလွကားရွည္မ်ား တပ္ဆင္ျခင္း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는가?

အခ်က္ျပသမား  
ေနရာခ်ထားပါသလား။ 

양중기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는가?

ျငမ္းဆင္ကရိန္းမွာအေသေနရာခ်ထား 
ျပီးမွ တပ္တဲ့ ျဖဳတ္တဲ့ အလုပ္ကို 
လုပ္ေနတာ ဟုတ္ပါသလား။ 

강풍 등 외력에 대하여 충분

히 안전한가?

ေလျပင္းတုိက္ခတ္မႈ စေသာ 
ျပင္ပဖိအားမ်ားမွ လုံေလာက္စြာ 
ကင္းေဝးမႈ ရိွပါသလား။

갱폼 내외부 진·출입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ငမ္းရဲ႕ အတြင္း၊ အျပင္၊ အဝင္၊ အထြက္ 
လမ္းကို ေသခ်ာ ဖယ္ထားပါသ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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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작업 သံတုိင္ တပ္ဆင္ျခင္း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바르

게 착용하고 있는가?

လုပ္သားမ်ား အသက္ကယ္ခါးပတ္ 
ၾကိဳး ေသခ်ာ ဝတ္ဆင္ထားျခင္း ရိွပါ 
သလား။ 

작업 발판은 안전한 구조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안전 난간 설치

- 작업 발판 설치

- 발끝막이판 설치 철근의 전도 방지 

위험은 없는가?
အလုပ္ခြင္ ၾကမ္းခင္းကုိ ေဘးကင္းတဲ့ ပံုစံနဲ႕ 
ခိုင္ခိုင္မာမာ တပ္ဆင္ထားပါသလား။ 
- လက္ရန္း တပ္ဆင္မႈ 
- ၾကမ္းခင္း တပ္ဆင္မႈ 
- ေျခနင္းျပား တပ္ဆင္မႈ၊ 
- သံတုိင္ လြင့္စင္ျခင္း ကာကြယ္မႈ၊ အႏၱရာယ္ ရိွမရိွ

작업장 주변의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သံတုိင္ျဖင့္ ထုိးမိျခင္း အႏၱရာယ္ 
ရိွႏိုင္ပါသလား။

철근에 찔릴 위험은 없는가?
သံတိုင္ျဖင့္ ထုိးမိျခင္း အႏၱရာယ္
ရွိႏုိင္ပါသလား။

작업 발판은 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အလုပ္ခြင္ ၾကမ္းခင္းကုိ ခပ္စိပ္စိပ္ 
ခင္းက်င္း တပ္ဆင္ထားမႈ ရိွပါသလား။ 

철근 조립 작업 장소까지 철

근 운반 방법은 안전한가?

သံတုိင္ တပ္ဆင္ရာ လုပ္ငန္းခြင္ထိ 
သံတုိင္ ပို႔ေဆာင္ေသာ နည္းလမ္းမွာ 
အႏၱရာယ္ကင္းမႈ ရိွပါသလား။ 

철근 가공 작업 중 철근 절단

기 또는 절곡기와 관련하여 

재해 위험은 없는가?

သံတိုင္ျပဳလုပ္ရာမွာ သံျဖတ္စက္ 
သို႔မဟုတ္ သံေကြးစက္နဲ႔ ပတ္သက္တဲ့
ထိခုိက္မႈမ်ဳိး ရွိႏုိင္ပါသလား။

철근의 넘어짐 방지 위험은 

없는가?

သံတုိင္မ်ား ျပိဳက်မႈ ကာကြယ္ရန္ 
အတြက္ အႏၱရာယ္ ရိွႏုိင္ပါသလား။ 

작업 발판 없이 철근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ခနင္းျပား မရိွဘဲ သံတုိင္မွာ 
တဲြေလာင္းခိုျပီး အလုပ္လုပ္ေနတာမိ်ဳး 
ရိွပါသ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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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ကြန္ကရစ္ 

고압 가공 전선에 접촉될 위

험은 없는가?

ဗို႔အားျပင္း လွ်ပ္စစ္ၾကိဳးျဖင့္ 
ထိမိႏိုင္ေသာ အႏၱရာယ္ ရိွပါသလား။ 

벽체-기둥-보-슬래브-거푸집 동바

리 조립도에 의해 조립되었으며 콘

크리트 타설 시 이상 유무를 감시하

고 있는가?

နံရံ၊ တုိင္၊ ထုပ္တန္း၊ အမိုး၊ ကြန္ကရစ္ မို 
သစ္သားတုိင္မ်ား ေဆာက္လုပ္ရာတြင္ 
ပံုၾကမ္းနဲ႔ အညီ ေဆာက္လုပ္ထားျပီး ကြန္ကရစ္ 
ေလာင္းရာမွာ လဲြမွားႏုိင္ေျခ ရိွမရိွကို ေသခ်ာ 
ၾကီးၾကပ္ေနမႈ ရိွပါသလား။ 

콘크리트 타설 중 비산물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가?

ကြန္ကရစ္ေလာင္းရာမွာ အေလ 
အလြင့္မ်ား ျဖစ္ေပၚေနမႈ ရိွပါသလား။ 

설치신호수는 배치되어 있

는가?

အခ်က္ျပသမား ေနရာခ်ထားျခင္း
ရွိပါသလား။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에 의해 

조립되었으며 콘크리트 타설 시 

이상 유무를 감시하고 있는가?

-감시자 배치
ကြန္ကရစ္ မို သစ္သားတုိင္မ်ား 
ေဆာက္လုပ္ရာတြင္ ပံုၾကမ္းနဲ႔ အညီ 
ေဆာက္လုပ္ထားျပီး ကြန္ကရစ္ 
ေလာင္းရာတြင္ လြဲမွားႏိုင္ေျခ ရိွမရိွကုိ 
ေသခ်ာ ၾကီးၾကပ္ေနပါသလား။ 
- ၾကီးၾကပ္သူ ခ်ထားရန္ 

콘크리트 펌프카의 넘어짐 

위험은 없는가?

-지반 침해방지

-아웃리거

ကြန္ကရစ္သယ္ေဆာင္ထားေသာ 
ယာဥ္ တိမ္းေမွာက္ႏိုင္သည့္ အႏၱရာယ္ 
ရိွပါသလား။
- ေျမထဲနိမ့္ဝင္ျခင္းကုိ ကာကြယ္ျခင္း 
- ေထာက္တုိင္ တပ္ဆင္ျခင္း 

콘크리트 타설 배관 경로는 

적정하며 안전한가?

ကြန္ကရစ္ ေလာင္းေသာ ပိုက္လုိင္း 
တည္ရိွရာ ေနရာမွာ သင့္ေတာ္ျပီး 
အႏၱရာယ္ကင္းမႈ ရိွပါသလား။ 

근로자는 올바르게 개인 보호

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လုပ္သားမ်ား မိမိကုိယ္ကုိ ကာကြယ္ရန္ 
အသက္ကယ္ ခါးပတ္ၾကိဳးမ်ားကုိ မွန္ကန္ 
စြာ ဝတ္ဆင္ထားျခင္း ရိွပါသ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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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작업 သံေဘာင္ တပ္ဆင္မႈ

철골 부재의 인양 와이어로

프 상태는 양호한가?

သံေဘာင္မ်ား ေရႊ႕ရာတြင္ သုံးေသာ 
ဝါယာၾကိဳး အေနအထား ေကာင္းမြန္မႈ 
ရိွပါသလား။

중량물의 중량이 인양 장비의 인

양 능력 범위 내에 있는가?

သယ္ယူပစၥည္း အေလးခ်ိန္က မစက္ရဲ႕ 
သယ္ယူႏိုင္ေသာ အေလးခ်ိန္ အတြင္းမွာ 
ရွိေနပါသလား။

- 안전율 5 이상 
    ေဘးကင္းမႈႏႈန္း ၅နဲ႔ အထက္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 설비에 부착하고 있는가?

လုပ္သားမ်ား အသက္ကယ္ ခါးပတ္ 
ၾကိဳးမ်ား ဝတ္ဆင္ျပီး ကိရိယာမ်ား ေသခ်ာ 
တပ္ဆင္ထားျခင္း ရိွပါသလား။ 

근로자의 이동 통로는 확보

되어 있는가?

လုပ္သားမ်ား လႈပ္ရွား သြားလာႏိုင္ရန္ 
လမ္း သီးသန္႔ ဖယ္ထားပါသလား။

낙하물 발생 위험은 없는가?

ပစၥည္းမ်ား ျပဳတ္က်မႈ အႏၱရာယ္ ရိွႏုိင္ 
ပါသလား။ 

철골 작업장 하부에 높이 10m 이

내마다 추락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သံေဘာင္ တပ္ဆင္ရာ ေအာက္ဘက္ 
၁၀မီတာ အျမင့္တိုင္းမွာ ျပဳတ္က်မႈ 
ကာကြယ္တဲ့ ပိုက္ကြန္မ်ား 
တပ္ဆင္ထားပါသလား။

승강 설비는 설치되어 있는가?

အဆင္းအတက္ ယာဥ္မ်ား တပ္ဆင္ထားပါသ 
လား။ 

작업장 하부에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가?

လုပ္ငန္းခြင္ ေအာက္ပိုင္းမွာ အျခား 
လုပ္ငန္းမ်ား လုပ္ေဆာင္ေနမႈ 
ရိွပါသလား။ 

인양된 철골 부재 가조립

후에 인양 로프를 해체하고

있는가?

မတင္လာတဲ့ သံမဏိဖရိမ္မ်ားကုိ 
တပ္ဆင္ျပီးတဲ့အခါ ကရိန္းၾကိဳး 
ျဖည္ထားျခင္း ရိွပါသလား။ 

근로자의 떨어짐 방지 조치는 

적정한가?

လုပ္သားမ်ား ျပဳတ္က်ျခင္းမွ ကာကြယ္ 
ႏုိင္ရန္ ျပင္ဆင္မႈမ်ား လံုေလာက္ပါသ 
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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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미장(견출) 작업 အုတ္စီျခင္းႏွင့္ ဘိလပ္ေျမကုိင္ျခင္း 

조적중인 블록이나 벽체의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အုတ္စီရာတြင္ အုတ္ခဲမ်ား နံရံမ်ား 
ျပိဳက်မႈ အႏၱရာယ္ ရိွႏုိင္ပါသလား။ 

조적 벽체 무너짐 방지를 위해 일

일 작업량을 준수하고 있는가?

- 1.2~1.5m/일

အုတ္နံရံ ျပိဳက်ျခင္းကုိ ကာကြယ္ရန္အတြက္ 
တစ္ေန႔တာ အမ်ားဆုံး အလုပ္ပမာဏ 
စည္းမ်ဥ္းကို လိုက္နာမႈ ရိွပါသလား။ 
- တစ္ေန႔ ၁.၂ကေန ၁.၅ မီတာ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가?

အသားအေရ ပ်က္စီးမႈကုိ ကာကြယ္ 
ရန္အတြက္ လက္အိတ္ အသံုးျပဳမႈ ရိွ 
ပါသလား။ 

작업 발판은 작업 장소 및

작업 방법에 적정하게 설치

되어 있는가?

လုပ္ငန္းခြင္ ၾကမ္းခင္းကုိ အလုပ္လုပ္ 
ရာ ေနရာႏွင့္ လုပ္ငန္း လုပ္ေဆာင္ပံု 
ႏွင့္ လုိက္ေလ်ာညီေထြျဖစ္ေအာင္ 
တပ္ဆင္ထားျခင္း ရိွပါသလား။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떨어짐 위험 방지 조치는 적절한가?

- 안전 난간 설치

- 안전대 착용 등

အလုပ္ခြင္ ၾကမ္းခင္းေပၚတြင္ အလုပ္လုပ္ေနေသာ 
လုပ္သားမ်ား ျပဳတ္က်မႈ အႏၱရာယ္မွ ကာကြယ္ 
ျပင္ဆင္မႈမ်ား သင့္တင့္မႈ ရိွပါသလား။ 
- လက္ရန္း တပ္ဆင္မႈ 
- အသက္ကယ္ ခါးပတ္ၾကိဳး ဝတ္ဆင္မႈ 

안전대 착용 등 작업장 주변 정

리정돈 및 인접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 상태는 양호한가?

အသက္ကယ္ ခါးပတ္ၾကိဳး ဝတ္ဆင္မႈႏွင့္ 
လုပ္ငန္းခြင္ တစ္ဝိုက္ သန္႔ရွင္းသပ္ရပ္မႈ၊ 
အဝင္အထြက္ႏွင့္ နီးေသာ ေနရာအတြက္ 
ကာကြယ္ေရး ျပင္ဆင္မႈ အေျခအေနမ်ား 
ေကာင္းမြန္ပါသလား။ 

벽돌 또는 블록의 운반 경로 

및 방법상에 문제는 없는가?

အုတ္ သယ္ေဆာင္ရာ လမ္းေၾကာင္းႏွင့္ 
နည္းလမ္းတြင္ ျပႆနာ ရိွေနပါသ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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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작업 ေဆးသုတ္ျခင္း 

달기로프가 풀리거나 파손될 

위험은 없는가?

ခ်ည္ထားေသာ ၾကိဳးမ်ား ေျပျခင္း၊ 
ပ်က္စီးျခင္း အႏၱရာယ္ ရိွပါသလား။ 

근로자의 떨어짐 방지 조치는 

적정한가?

- 구명줄 설치

- 안전대 착용

လုပ္သားမ်ား ျပဳတ္က်မႈမွ ကာကြယ္ 
ျပင္ဆင္မႈမ်ား သင့္တင့္မႈ ရိွပါသလား။ 
- အသက္ကယ္ၾကိဳး တပ္ဆင္မႈ 
- အသက္ကယ္ ခါးပတ္ၾကိဳး ဝတ္ဆင္မႈ 

작업 근로자는 안전대를 올바르

게 구명줄에 착용하고 있는가?

လုပ္သားမ်ား အသက္ကယ္ ခါးပတ္ၾကိဳး 
ကုိ မွန္ကန္စြာ အသက္ကယ္ၾကိဳးျဖင့္ 
တပ္ဆင္ထားျခင္း ရိွပါသလား။ 

달기로프의 길이는 지면까지

닿을 만큼 충분한가?

ခ်ည္ထားေသာ ၾကိဳးအရွည္က ေျမေပၚ 
က်ႏိုင္တဲ့အထိ လံုေလာက္ပါသလား။

도장재료의 비산대비 하부의 안

전 조치는 적절한가?

ေဆးသုတ္စဥ္ လြင့္စင္မႈအတြက္ 
ေအာက္ဘက္ရိွ ကာကြယ္မႈ 
အျပင္အဆင္မ်ား သင့္တင့္ပါသလား။

위험구역내 외부 근로자의 통제

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အႏၱရာယ္ဇုန္အတြင္း ျပင္ပလုပ္သား 
ဝင္ေရာက္ျခင္း ထိန္းခ်ဳပ္မႈကုိ သင့္တင့္စြာ 
ေဆာင္ရြက္ေနပါသလား။

신호수 또는 감시원은 배치

되어 있는가?

အခ်က္ျပသမားႏွင့္ ၾကီးၾကပ္သူမ်ား 
ေနရာခ်ထားျခင္း ရိွပါသလား။ 

작업 공구 및 재료에 의한 맞음 

위험은 없는가?

လုပ္ငန္းသုံး ကိရိယာမ်ားႏွင့္ ပစၥည္းမ်ား 
ထိမွန္ခံရျခင္း အႏၱရာယ္ ရိွႏိုင္ပါသ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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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예방 
အလုပ္ေရာဂါ ကာကြယ္မႈ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불침투성 고무장갑이나 보호의 등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직접 손

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ဓာတုေဗဒပစၥည္းမ်ားကို ကိုင္တြယ္ရတဲ့ အခါမွာ ေဖာက္ထြင္းဖို႔ ခက္ခဲတဲ့ ေရာ္ဘာလက္အိတ္ေတြ ဝတ္စံုေတြ စတဲ့ 
အကာအကြယ္မ်ား ဝတ္ဆင္ျပီး လက္နဲ႔ တိုက္ရိုက္ ကိုင္တာမ်ိဳးလို အေရျပားကို ထိတာမ်ိဳး မျဖစ္ေစဖို႔ ဂရုစိုက္ရပါမယ္။ 

공기중으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한 상태에서 작

업합니다.
ေလထုထဲမွာ ေပၚေပါက္တဲ့ ဓာတုေဗဒပစၥည္း ပမာဏကို ေလွ်ာ့ခ်ဖို႔အတြက္ ေလဝင္ေလထြက္ေကာင္းေစတဲ့ စက္မ်ား 
တပ္ဆင္ျပီး စက္မ်ား ဖြင့္ထားလ်က္ အလုပ္လုပ္ရပါမယ္။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ဓာတုေဗဒပစၥည္းရဲ႕ ထိခိုက္အႏၱရာယ္ ျဖစ္ေစႏုိင္မႈနဲ႔ ကိုင္တြယ္ရာတြင္ ဂရုျပဳရန္မ်ားကို သင္တန္းပို ႔ခ်မႈ ရယူျပီးမွ 
အလုပ္စရပါမယ္။ 

취급하는 화학 물질에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မိမိ ကိုင္တြယ္ရာ ဓာတုေဗဒပစၥည္းႏွင့္ သင့္ေလ်ာ္ေသာ အသက္ရွဴ မ်က္ႏွာဖံုးကို တပ္ဆင္ျပီး အလုပ္လုပ္ရပါမယ္။ 

화학 물질 취급 작업장 내부에서 음료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ဓာတုေဗဒပစၥည္း ကိုင္တြယ္ရာ အလုပ္ခြင္တြင္းသို႔ အခိ်ဳရည္ႏွင့္ စားစရာမ်ား စားသံုးျခင္း၊ ေဆးလိပ္ေသာက္ျခင္းမ်ား 
မျပဳလုပ္ရပါ။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과 후에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အလုပ္ခြင္တြင္း လုပ္ငန္းခ်ထား မေပးမီႏွင့္ ျပီးခိ်န္တို႔မွာ ေဆးစစ္ျခင္းမ်ား ျပဳလုပ္ရပါမယ္။ 

작업에 의한 질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생긴 경우 즉시 병원에 가거나 인근 이주 노동자 지원센

터에 가서 상담합니다.
အလုပ္ေၾကာင့္ ရရိွတဲ့ ေရာဂါလို႔ သံသယရိွတဲ့ လကၡဏာမ်ား ေပၚလာတဲ့အခါ ခ်က္ခ်င္း ေဆးရံုကို သြားတာမိ်ဳး၊ 
နီးစပ္ရာ ေရႊ႕ေျပာင္းလုပ္သားေထာက္ပံ့ေရးစင္တာေတြကို သြားျပီး တိုင္ပင္ေဆြးေႏြးတာမိ်ဳး ျပဳလုပ္ရပါမယ္။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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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 중독되다 ဂက္စ္အဆိပ္သင့္သည္ 230

가해자 က်ဴးလြန္သ ူ 134

갈다 ေသြးသည ္ 227

갈등 해결 방법 ပဋိပကၡ ေျဖရွင္းနည္း 113

갈퀴 ထြန္ျခစ ္ 191

감자 အာလူး 38

감전 사고 ဓာတ္လိုက္ျခင္း 233

감전되다 ဓာတ္လိုက္သည္ 242

강요하다 အတင္းဖိအားေပးသည္ 134

강제 출국을 당하다 ျပည္ႏွင္ခံရသည္ 350

개선하다 ျပဳျပင္သည ္ 251

개인 사정 ကိုယ္ေရးကိုယ္တာအေၾကာင္းကိစၥ 338

갱신을 거절하다 စာခ်ဳပ္သက္တမ္းတုိးရန္ျငင္းဆိုသည္ 335

갱신하다 သက္တမ္းတိုးသည ္ 289

갱폼 작업 ျငမ္းဆင္ျခင္း 367

거두다 / 수확하다 ရိတ္သိမ္းသည္ 194

거래처 ပါတနာကုမၸဏ ီ 145

거름을 주다 ေျမၾသဇာထည့္သည္ 194

거부감 မႏွစ္ျမိဳ႕စိတ္ 131

거푸집 작업 ကြန္ကရစ္မိ ုဆင္ျခင္း 366

거푸집을 설치하다 ကြန္ကရစ္မိ ုတပ္ဆင္သည္ 167

건강 검진을 받다 က်န္းမာေရးစစ္ေဆးသည ္ 254

건강을 챙기다 က်န္းမာေရးကို ဂရုစိုက္သည္ 254

건강을 해치다 က်န္းမာေရးကို ထိခုိက္ေစသည္ 254

건물을 짓다 အေဆာက္အဦေဆာက္လုပ္သည္ 167

건배하다 ကမ္းေပ့လုပ္သည္ 119

건설 ေဆာက္လုပ္ေရး 167

건설 현장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ခြင္ 167

건설업 ေဆာက္လုပ္ေရးလုပ္ငန္း 89

건조하다 ေျခာက္ေသြ႔သည္ 23

건초 ျမက္ေျခာက္ 203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ဆိုင္ရာ ေဘးကင္းေရးစည္းမ်ဥ္းမ်ား
366

걸다 ခ်ိတ္ဆြဲသည္ 155

격려하다 အားေပးခ်ီးေျမႇာက္သည္ 107

결근하다 အလုပ္ပ်က္ကြက္သည္ 326

결속핸들 ဝါယာၾကိဳးခ်ည္တဲ့ လက္ကုိင္ 149

결혼기념일 မဂၤလာႏွစ္ပတ္လည္ေန႔ 59

결혼식 မဂၤလာေဆာင္/ပဲြ 62

경운기 ထြန္စက္ 191

경제 발전 စီးပြားေရး ဖံြ႔ျဖိဳးတိုးတက္မႈ 74

계단 ေလွကား 95

계약 기간 စာခ်ဳပ္ကာလ 275

계약을 갱신하다 စာခ်ဳပ္သက္တမ္းတုိးသည္ 335

계약을 하다 စာခ်ဳပ္ခ်ဳပ္သည္ 278

계절 음식 ရာသီေပၚအစားအစာ 38

고기 အသား 38

고리 ကြင္း 206

고시원 အျပင္ေဆာင္(အစိုးရရာထူးဝန္စာေမးပြဲ   

ေျဖဆိုသူ ေက်ာင္းသားမ်ား စာက်က္ရန္  

ငွားရမ္းေနထိုင္သည့္ အေဆာင္)

101

고압 전기 경고 ဗုိ႔အားျမင့္ လွ်ပ္စစ္ သတိျပဳ 358

고온 경고 သတိ!အပူခ်ိန္ျမင့္သည္ 358

고용하다 အလုပ္ခန္႔အပ္သည္ 278

고용허가제 အလုပ္အကိုင္ရွာေဖြမႈစနစ္(EPS) 263

고향에 내려가다 ဇာတိသို႔ျပန္သြားသည္ 51

곡괭이 ေပါက္ခၽြန္း 191

골고루 섭취하다 မွ်မွ်တတ စားသံုးသည္ 254

골판지 ကတ္ထူျပား 157

공구함 လက္သမားေသတၱာ 142

공기가 맑다 ေလေကာင္းေလသန္႔ရသည္ 26

공사장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ခြင္ 167

공제하다 ေငြျဖတ္ေတာက္သည္ 311

과수원 သစ္သီးျခံ 191

관리인 ၾကီးၾကပ္သူ 95

관리하다 ၾကီးၾကပ္သည္ 215

괭이 ေပါက္ျပား 191

교통이 편리하다 လမ္းပန္းဆက္သြယ္ေရး လြယ္ကူသည္ 26

구덩이에 빠지다 တြင္းထဲက်သည္ 242

구멍을 뚫다 အေပါက္ေဖာက္သည္ 218

구부리다 ေကြးညြတ္သည္ 143

구직등록필증 အလုပ္ရွာခြင့္ကတ္ 347

국민연금 ႏိုင္ငံေတာ္ပင္စင္ 311

군고구마 ကန္းစြန္းဥမီးဖုတ္ 35

굽다 မီးဖုတ္သည္/ကင္သည္ 38

어휘 색인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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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덮개 နားအုပ္ 239

귀마개 နားဆို႔ 239

규율이 엄격하다 စည္းကမ္းတင္းၾကပ္သည္ 107

규칙을 준수하다 စည္းကမ္းလိုက္နာသည္ 251

규칙을 지키다 စည္းကမ္းလိုက္နာသည္ 95

그라인더 (연삭기) အေခ်ာကုိင္စက္ (ေက်ာက္စက္) 149

그물 ပိုက္ကြန္ 206

근로계약이 만료되다 စာခ်ဳပ္သက္တမ္းျပည့္သည္ 335

근로계약이 해지되다 စာခ်ဳပ္ဖ်က္သိမ္းသည္ 335

근로조건 အလုပ္အခ်က္အလက္ႏွင့္ ခံစားခြင့္မ်ား 275

근무시간 အလုပ္ခ်ိန္ 275

근무지 အလုပ္ေနရာ/အလုပ္လိပ္စာ 278

근무하다 အလုပ္လုပ္သည္ 278

금연 ေဆးလိပ္မေသာက္ရ 358

급성독 물질 경고 သတိ!အဆိပ္သင့္ပစၥည္း 358

급여 내역 လစာရွင္းတမ္း 311

급여 명세서 လစာေျပစာ 311

기계 작동 စက္လည္ပတ္မႈ 155

기계 작업 စက္ကိုင္ျခင္း 227

기계에 감기다 စက္ျဖင့္ညႇပ္မိသည္ 242

기본급 အေျခခံလစာ 311

기분 전환을 하다 စိတ္အေျပာင္းအလဲလုပ္သည္ 254

기온 အပူခ်ိန္ 23

기온이 낮다 အပူခ်ိန္ နိမ့္သည္(ေအးသည္) 23

기온이 내려가다 အပူခ်ိန္က်ဆင္းသြားသည္ 23

기온이 높다 အပူခ်ိန္ ျမင့္သည္ 23

기온이 올라가다 အပူခ်ိန္ ျမင့္တက္လာသည္ 23

기타 재해 အျခား ထိခုိက္မႈမ်ား 363

깎다 ျဖတ္သည္  227

깔끔하다 ေသသပ္သည္ 83

깨끗하다 သန္႔ရွင္းသည္ 179

꽂다 ထိုးစိုက္သည္ 155

끊다 ျဖတ္ေတာက္သည္ 143

끓이다 ျပဳတ္သည္/က်ဳိသည္ 38

끼우다 စြပ္သည္/ညႇပ္ထည့္သည္ 155

끼임재해 ညႇပ္မိျခင္း ထိခုိက္မႈ 359

ㄴ
나르다 သယ္ယူပို႔ေဆာင္သည္ 170

나사못 မူလီ  143

낙하 사고 မေတာ္တဆျပဳတ္က်မႈ 233

낙하물 경고 ျပဳတ္က်ပစၥည္း သတိျပဳ 358

낚시 바늘 ငါးမွ်ားအပ္ 206

난방 ဟီတာ၊အပူေပးစက္ 98

날씨 ရာသီဥတု 26

남다 က်န္သည္ 157

납입하다 အခြန္ေဆာင္သည္ 300

납품하다 ပစၥည္းသြင္းသည္ 170

낫 တံစဥ္ 191

내리다 (မီးေမာင္း)ခ်သည္ 155

내리다 (ပစၥည္း)ခ်သည္ 170

내역서 ပါဝင္မႈစာရင္းအေသးစိတ္ 302

냄새가 심하다 အနံ႔ဆိုးသည္ 179

냉동 창고 ေရခဲခန္း 215

냉면 ေခါက္ဆြဲေအး 35

냉방 ေလေအးေပးစက္ 98

너트 မူလီေခါင္း 143

넘어지다 လဲက်သည္ 242

넘어짐 재해 ျပဳတ္က်ျခင္း ထိခုိက္မႈ 360

넣다 ထည့္သည္ 170

넥타이를 매다 နက္ခ္တိုင္စည္းသည္ 83

넥타이를 풀다 နက္ခ္တိုင္ျဖည္သည္ 83

논 စပါးခင္း  191

농담 စေနာက္ေျပာဆိုျခင္း 131

농약 분무기 ဓာတ္ေျမၾသဇာျဖန္းစက္ 191

농약을 치다 ဓာတ္ေျမၾသဇာျဖန္းသည္ 194

농업 စိုက္ပ်ိဳးေရးလုပ္ငန္း 89

농장 စိုက္ခင္း 191

누르다 ႏွိပ္သည္ 155

누전 사고 ဝါယာၾကိဳးေပါက္ျခင္း 233

누출되다 ယုိစိမ့္သည္ 242

니퍼 ပလာယာ 143

ㄷ
단정하다 သပ္ရပ္သည္ 83

단추를 잠그다 ၾကယ္သီးတပ္သည္ 83

단추를 풀다 ၾကယ္သီးျဖဳတ္သည္ 83

단합 대회 စုေပါင္းေတြ႕ဆုံပဲြ 122

달다 တပ္ဆင္သည္ 158

닭 ၾကက္ 203

닭고기 ၾကက္သား 38

담다 ထည့္သည္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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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မုန္လာဥနီ 38

닻 ေက်ာက္ဆူး 206

대패 ေရြေပၚထုိးစက္ 149

더럽다 ညစ္ပတ္သည္ 179

덕담을 듣다 ဆုေပးစကားကုိ နားေထာင္သည္ 47

덕담을 하다 ဆုေပးစကားေျပာၾကားသည္ 47

덮개를 덮다 အဖံုးအုပ္သည္ 215

도려내다 ခြာထုတ္သည္ 227

도르래 စက္သီး 206

도색하다 ေဆးသုတ္သည္ 218

도장 작업 ေဆးသုတ္ျခင္း 372

도장하다 ေဆးသုတ္သည္ 218

돌 တစ္ႏွစ္ျပည့္ ေမြးေန႔ 59

돌리다 လွည့္သည္ 155

동료 လုပ္ေဖာ္ကိုင္ဖက္ 107

동영상 ဗီဒီယုိ 131

동의서 သေဘာတူေၾကာင္းစာ 338

돼지 ဝက္ 203

돼지고기 ဝက္သား 38

두드리다 တီးေခါက္သည္ 143

드라마 ဇာတ္လမ္းတြဲ 71

드라이버 ဝက္အူလွည့္ 143

들여오다 သြင္းလာသည္ 145

등반 대회 ေတာင္တက္ျပိဳင္ပြဲ 122

따다 ဆြတ္ခူးသည္ 194

땅을 파다 ေျမတူးသည္ 167

때리다 ရိုက္သည္ 110

떡국을 먹다 ဆန္မုန္႔ဟင္းခ်ဳိ ေသာက္သည္ 47

떨어지다 က်သည္ 242

뚫다 ေဖာက္သည္ 143

뜨겁다 ပူသည္ 35

뜰채 ပိုက္ကြန္  206

ㄹ
롱노즈 플라이어 ပလာယာ(long nose pliers) 149

룸메이트 အခန္းေဖာ္ 95

ㅁ
마늘 ၾကက္သြန္ျဖဴ 38

마대 ေျမြခံြအိတ္ 182

마스크 မ်က္ႏွာဖုံး 239

어휘 색인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만기가 되다 သက္တမ္းကုန္ဆုံးသည္ 299

만료되다 သက္တမ္းကုန္ဆုံးသည္ 289

말 ျမင္း 203

말다툼을 하다 စကားမ်ား၊အၿငင္းပြားသည္ 110

망치 တူ 143

맞다 အရိုက္ခံရသည္/ထိမွန္သည္ 110

맞음 재해 ထိမွန္ခံရျခင္း ထိခုိက္မႈ 362

매달린 물체 경고 ခိ်တ္ဆဲြပစၥည္းသတိျပဳ 358

먹이 အစာ 203

면접을 보다 အင္တာဗ်ဴးေျဖသည္ 278

면제되다 ကင္းလြတ္ခြင့္ရသည္ 338

모종삽 ေကာ္ျပား 191

모종을 심다 ပ်ိဳးပင္စိုက္သည္ 194

목장갑 အလုပ္ခြင္သုံးလက္အိတ္ 239

목재 သစ္ထည္ကုန္ၾကမ္း 154

몸균형 상실 경고 သတိ!ခႏၶာကုိယ္ဟန္ခ်က္ထိန္းရန္ 358

못 သံ 143

못에 찔리다 သံစူးသည္ 230

무급 휴일 လစာမဲ့နားရက္ 323

무단결근하다 ခြင့္မဲ့ပ်က္ကြက္သည္ 326

무시하다 လ်စ္လ်ဴရႈသည္ 86

무역 ကုန္သြယ္မႈ 74

묶다 ခ်ည္ေႏွာင္သည္ 170

문의하다 ေမးျမန္းစံုစမ္းသည္ 263

물류 창고 သိုေလွာင္ရံု 215

물뿌리개 ေရပန္းပံုး  191

물을 주다 ေရေပးသည္ 194

미끄러지다 ေခ်ာ္လဲသည္ 242

밀 ဂ်ဳံ 193

밀링 기계 ျဖတ္ညႇိစက္ 227

ㅂ
바구니 ျခင္းေတာင္း 182

바늘대 လြန္းပ်ံ 206

바이스 ခ်ဳပ္ 149

박다 မူလီသံ စိုက္သည္ 143

박다 သံရိုက္သည္ 143

반말을 하다 သူငယ္ခ်င္းေျပာ ေျပာသည္  86

발급 받다 ထုတ္ယူသည္ 287

발급을 신청하다 ေလွ်ာက္ထားသည္ 287

발이 깔리다 ေျခေထာက္ညႇပ္မိသည္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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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ၾကိဳး 206

방 အခန္း 95

방사선 물질 경고 ေရဒီယိုသတိၱၾကြပစၥည္း သတိျပဳ 358

밭 ယာစိုက္ခင္း 191

배려하다 စဥ္းစားေပးသည္ 86

배설물 မစင္ 182

백일 ရက္တစ္ရာျပည့္ 59

밴딩기 ခ်ိတ္ပိတ္စက္ 146

버리다 စြန္႔ပစ္သည္ 179

번호표를 뽑다 တိုကင္ယူသည္ 290

벌금을 내다 ဒဏ္ေငြေဆာင္သည္ 350

벌레를 잡다 ပိုးေကာင္ဖမ္းသည္ 194

법정 근로 시간 ဥပေဒမွ သတ္မွတ္ထားသည့္ အလုပ္ခ်ိန္ 314

법정 휴일 ဥပေဒမွ သတ္မွတ္ထားသည့္ ရုံးပိတ္ရက္ 323

벼 စပါး 193

벽돌 အုတ္ 167

변경 가능 횟수 ေျပာင္းလဲႏုိင္ေသာအၾကိမ္အေရအတြက္ 347

별도로 지급하다 သီးျခား ေပးသြင္းသည္ 314

병가 က်န္းမာေရးခြင့္ 326

병가 기간 က်န္းမာေရးခြင့္ကာလ 326

병가 사유 က်န္းမာေရးခြင့္ ယူရသည့္အေၾကာင္းရင္း 326

병원비 ေဆးရံုစရိတ္ 302

병환 ေရာဂါ 338

보관하다 သိမ္းထားသည္ 215

보름달을 보다 လျပည့္ဝန္းကို ၾကည့္သည္ 51

보리 မုေယာစပါး  193

보상을 받다 ေလ်ာ္ေၾကးရသည္ 299

보수하다 ျပဳျပင္သည္ 251

보안경 မ်က္စိကာ 239

보안면 မ်က္ႏွာကာ 239

보행금지 ျဖတ္မေလွ်ာက္ရ 358

보험금을 지급하다 အာမခံေလ်ာ္ေၾကးျပန္ေပးသည္ 302

보험금을 청구하다 အာမခံေလ်ာ္ေၾကးေတာင္းသည ္ 302

보험금을 타다 အာမခံေလ်ာ္ေၾကးထုတ္သည္ 302

보험금을 환급 받다 အာမခံေလ်ာ္ေၾကးျပန္ရသည္ 299

보험료를 내다 အာမခံေၾကးေပးသြင္းသည္(မိမိမွ) 299

보험에 가입하다 အာမခံစာရင္းသြင္းသည္ 299

보호구 အကာအကြယ္ပစၥည္းမ်ား 239

보호복 အကာအကြယ္အက်ႌ 239

복도 လူသြားလမ္းစႀကႍ 95

복잡하다 ရႈပ္ေထြးသည္ 26

복장 အဝတ္အစား 83

볶다 ေၾကာ္သည္ 38

볼트 မူလီေခ်ာင္း 143

부담하다 တာဝန္ယူသည္ 275

부딪히다 တိုက္မိသည္ 242

부딪힘 재해 တိုက္မိျခင္း ထိခုိက္မႈ 361

부자 အခ်က္ျပေဖာ့တုံးမ်ား  206

부표 အခ်က္ျပေဖာ့တုံးမ်ား 206

부하 လက္ေအာက္ငယ္သား 107

분뇨 ဆီးႏွင့္မစင္ 182

분뇨 탱크 မစင္ကန္ 209

분류하다 အမ်ဳိးအစားခြဲသည္ 170

분위기가 나쁘다 အေျခအေနမေကာင္းသည္ 107

분위기가 좋다 အေၿခအေနေကာင္းသည္။ 107

불법 체류 တရားမဝင္ေနထိုင္ျခင္း 350

불이 나다 မီးေလာင္သည္ 242

불이익을 주다 နစ္နာဆုံးရံွုးမႈကိုေပးသည္။ 134

불쾌감 စိတ္ကသိကေအာက္ၿဖစ္ျခင္း 131

불쾌하다 စိတ္အေႏွာင့္အယွက္ျဖစ္သည္ 86

불합격하다 (စာေမးပြဲ)က်သည္ 266

붕괴 사고 မေတာ္တဆ ျပိဳက်မႈ  233

붙이다 ကပ္သည္ 147

비계 ျငမ္း 167

비닐 끈 ပလတ္စတစ္ၾကိဳး 182

비닐하우스 မိုးလုံစိုုက္ခင္း(greenhouse) 191

비료를 뿌리다 ေျမၾသဇာေပးသည္ 194

비상 연락처 အေရးေပၚဖုန္းနံပါတ္ 326

비상구 အေရးေပၚထြက္ေပါက္ 233

비상벨 အေရးေပၚေခါင္းေလာင္း 233

비자 ဗီဇာ 287

빠지다 မလာဘူး/မပါဘူး 119

빨려 들어가다 ညႇပ္ဝင္သြားသည္ 301

빼다 ဆြဲထုတ္သည္ 155

ㅅ
사건을 기록하다 ျဖစ္စဥ္မွတ္တမ္းေရးသည ္ 133

사과하다 ေတာင္းပန္သည္ 110

사다리 ေထာင္ေလွကား 182

사료 တိရစာၦန္စာ 203

사료 배합기 အစာေရာစက္ 209

사망 ေသဆုံးျခင္း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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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색인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사업자 등록증 사본 ကုမၸဏီမွတ္ပံုတင္မိတၱဴ 290

사업장 변경 사유 

အလုပ္ခြင္ေျပာင္းေရႊ႕ရျခင္းအေၾကာင္းရင္း 
335

사업장 변경 신청서 အလုပ္ခြင္ေျပာင္းေရႊ႕ခြင့္ေလွ်ာက္လႊာ 335

사업장 추가 အလုပ္ခြင္ ထပ္တိုးျခင္း 335

사업주 အလုပ္ရွင္ 278

사용하다 အသုံးျပဳသည္ 155

사이가 나쁘다 မသင့္ျမတ္သည္ 107

사이가 좋다 သင့္ျမတ္သည္ 107

사인하다 / 서명하다 လက္မွတ္ထုိးသည္ 278

사증 ဗီဇာ 287

사진 촬영을 하다 ဓာတ္ပံုရိုက္သည္ 62

사포 ေကာ္ပတ္ 149

사포질하다 ေကာ္ပတ္တုိက္သည္ 218

산업 안전 표지 အလုပ္ခြင္ေဘးကင္းေရးသေကၤတမ်ား 358

산재 보험 လုပ္ငန္းခြင္ထိခုိက္မႈအာမခံ 299

산화성 물질 경고 ဓာတ္ျပဳလြယ္ေသာပစၥည္း သတိျပဳ 358

살피다 စစ္ေဆးၾကည့္ရႈသည္ 251

삶다 ျပဳတ္သည္ 38

삼계탕 ဂ်င္စင္းၾကက္ေပါင္း 35

삽 ေဂၚျပား 191

상사 အထက္လူၾကီး 107

상여금 ဆုေၾကးေငြ 311

상해 ထိခုိက္ဒဏ္ရာရျခင္း 299

상해 보험 ထိခုိက္ဒဏ္ရာရ အာမခံ 299

샌딩하다 အေခ်ာကုိင္သည္ 218

생선 ငါး 38

생일 ေမြးေန႔ 59

샤워실 ေရခ်ဳိးခန္း 95

서로 위해 주다 အျပန္အလွန္ကူညီသည္ 107

서비스업 ဝန္ေဆာင္မႈလုပ္ငန္း 263

선반 기계 တြင္ခံု 227

선진국 ဖြ႔ံျဖိဳးေသာႏိုင္ငံ 74

선풍기 ပန္ကာ 98

설날 ကိုရီးယား ႏွစ္သစ္ကူးေန႔ 47

성묘하다 သခ်ဳႋင္းကန္ေတာ့သည္၊ အုတ္ဂူကုိ သြား၍ 

ဂါရဝျပဳသည္
51

성범죄 မုဒိန္းမႈ 134

성적 농담 ကာမဆုိင္ရာ စေနာက္ျခင္း 131

성적표 ပညာရည္ရလာဒ္ 266

세금 အခြန္ 311

세배하다 ႏွစ္ကူး ကန္ေတာ့သည္ 47

세뱃돈을 받다 ႏွစ္ကူး မုန္႔ဖိုးရသည္ 47

세뱃돈을 주다 ႏွစ္ကူး မုန္႔ဖိုးေပးသည္ 47

세탁실 အဝတ္ေလွ်ာ္ခန္း 95

소 ႏြား 203

소고기 အမဲသား 38

소멸되다 ပ်က္ျပယ္သည္ 299

소속 ဌာန 326

소원을 빌다 ဆုေတာင္းသည္ 51

소음성 난청 ဆူညံသံေၾကာင့္ နားကန္းျခင္း 364

소음이 심하다 ဆူညံလြန္းသည္ 179

소자 ဆိုဒ္ေသး 169

소화기 မီးသတ္ဗူး 233

손가락이 끼이다 လက္ေခ်ာင္းညႇပ္သြားသည္ 230

손가락이 데다 လက္ေခ်ာင္းအပူေလာင္သည္ 230

손가락이 베이다 လက္ေခ်ာင္းရွသြားသည္ 230

손가락이 잘리다 လက္ေခ်ာင္းျပတ္သြားသည္ 230

손수레 လက္တြန္းလွည္း 182

손잡이 လက္ကုိင္ 154

송곳 စူးခၽြန္ 149

송편을 만들다 ဆုန္းေဖ်ာင္းမုန္႔ လုပ္သည္ 50

쇠사슬 သံၾကိဳး 206

쇠스랑 ခက္ရင္းခြ 191

쇠지레 သံတူရြင္း 149

수경 ေရကူးမ်က္မွန္ 206

수당 လုပ္အားခ 314

수당을 받다 လုပ္အားခ ရရွိသည္ 314

수수료 ဝန္ေဆာင္ခ 290

수습 기간 အစမ္းခန္႔ကာလ 275

수입품 သြင္းကုန္ပစၥည္း 74

수입하다 ျပည္ပမွ တင္သြင္းသည္ 74

수중 펌프 ပန္႔ပ္ 206

수출품 ျပည္ပပို႔ကုန္ပစၥည္း 74

수출하다 ျပည္ပသုိ႔ တင္ပို႔သည္ 74

수치심 ရွက္ရြံ႕စိတ္ 131

수평대 ေရျပင္ညီတုိင္းစက္ 218

수험료 စာေမးပြဲေၾကး 266

수험표 စာေမးပြဲေျဖဆုိခြင့္ကတ္ 266

숙식 ေနေရးစားေရး 275

술을 받다 အရက္ငွဲ႔ေပးျခင္းကုိလက္ခံသည္ 119

스승의 날 ဆရာမ်ားေန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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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를 끄다 ခလုတ္ပိတ္သည္ 98

스위치를 켜다 ခလုတ္ဖြင့္သည္ 98

스키드로더 ေျမထိုးကား 209

스트레칭을 하다 အေၾကာေလွ်ာ့သည္ 254

스티로폼 상자 ေဖာ့ပုံး 206

스패너 ဂြ 143

습도 စိုထိုင္းဆ 23

습하다 စိုစြတ္သည္ 23

시급 တစ္နာရီလုပ္အားခ 314

시끄럽다 ဆူညံသည္ 26

시멘트 အဂၤေတ 167

식대 ထမင္းစရိတ္ 311

신고하다 တိုင္ၾကားသည္/သတင္းပို႔သည္ 134

신랑 သတို႔သား 62

신부 သတို႔သမီး 62

신분을 보장 받다 တရားဝင္ အာမခံရွိသူ ျဖစ္သည္ 289

신분증 အုိင္ဒီကတ္ 266

신원 보증서 လူပုဂၢဳိလ္အား အာမခံစာ 347

신체 접촉 ခႏၶာကုိယ္ ထိေတြ႕ကုိင္တြယ္ၿခင္း 131

싣다 ကုန္တင္သည္ 170

실수령액 အသားတင္လက္ခံရရွိေငြပမာဏ 311

싸다 ထုပ္ပိုးသည္ 170

싸움을 하다 ရန္ျဖစ္သည္/စကားမ်ားသည္ 110

쌓다 စုပံုသည္ 170

쓰다 အသုံးျပဳသည္ 155

씨앗을 뿌리다 မ်ဳိးေစ့က်ဲသည္ 194

ㅇ
아이돌 ေကေပါ့ပ္ အဆုိေတာ္ အဖဲြ႕ 71

아파트 တိုက္ခန္း 101

안전 수칙 ေဘးကင္းေရးစည္းကမ္းခ်က္မ်ား 251

안전 수칙을 어기다 

ေဘးကင္းေရးစည္းကမ္းမ်ားကုိေဖာက္ဖ်က္သည္
251

안전 수칙을 지키다 

အေဘးကင္းေရးစည္းကမ္းမ်ားကုိလိုက္နာသည္ 
251

안전대 လုံျခံဳေရးခါးပတ္ 239

안전모 လုံျခံဳေရးဦးထုပ္ 239

안전장갑 လုံျခံဳေရးလက္အိတ္ 239

안전장화 လုံျခံဳေရးဖိနပ္ရွည္ 239

안전화 လုံျခံဳေရးဖိနပ္ 239

야간 근로 시간 ညဆိုင္းအလုပ္ခ်ိန္ 314

야유회 ေပ်ာ္ပြဲစား 122

약정 휴일 ညႇိႏႈိင္းပိတ္ရက္ 323

양 သုိး 203

양계 ၾကက္ေမြးျခင္း 203

양고기 သုိးသား 38

양돈 ဝက္ေမြးျခင္း 203

양망기 ပိုက္ကြန္သိမ္းစက္ 206

양우 ႏြားေမြးျခင္း 203

양파 ၾကက္သြန္နီ 38

어린이날 ကေလးမ်ားေန႔ 59

어버이날 မိဘမ်ားေန႔ 59

어업 ငါးဖမ္းလုပ္ငန္း/ေရလုပ္ငန္း 89

업무 내용 အလုပ္တာဝန္အေသးစိတ္ 275

업체명 ကုမၸဏီအမည္ 278

엉망이다 ေျဗာင္းသတ္ရႈပ္ပြေနသည္ 179

에어 콤프레서 ေလဖိအားေပးစက္(Air Compressor) 146

에어컨 အဲယားကြန္း 98

여권 ႏုိင္ငံကူးလက္မွတ္ 287

연마하다 အေခ်ာကုိင္သည္ 218

연말정산 ႏွစ္ကုန္စာရင္းခ်ဳပ္ျခင္း 311

연예인 အႏုပညာသည္မ်ား 71

연장 근로 시간 အခ်ိန္ပုိအလုပ္ခ်ိန္ 314

연장하다 သက္တမ္းတိုးသည္ 347

연차 휴가 ႏွစ္ျပည့္နားရက္ 323

영상 သုညႏွင့္အထက္ 23

영수증 ေျပစာ 302

영하 သုညမွတ္ေအာက္ 23

영화 ရုပ္ရွင္ 71

영화배우 ရုပ္ရွင္သရုပ္ေဆာင္(မင္းသား၊ မင္းသမီး) 71

예능 프로그램 ေဖ်ာ္ေျဖေရး အစီအစဥ္မ်ား 71

예민하다 ထိရွလြယ္သည္ 130

예의가 없다 ယဥ္ေက်းမွုမရိွ၊ရိုင္းပ်သည္ 86

예의가 있다 ယဥ္ေက်းသည္ 86

오리 ဘဲ 203

오리다 ျဖတ္ထုတ္သည္ 158

오해를 풀다 အထင္မွားမႈကုိေျဖရွင္းသည္ 110

오해하다 အထင္လြဲသည္ 110

온도를 유지하다 အပူခ်ိန္ကုိထိန္းထားသည္ 215

올리다 (ေမာင္း)တင္သည္ 155

옮기다 ေရႊ႕သည္ 158

완성하다 ျပီးဆံုးသည္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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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신청서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လွ်ာက္ထားျခင္း 
290

외국인 등록을 하다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သည္ 290

외국인 등록증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 290

외국인 전용 ႏုိင္ငံျခားသားသီးသန္႔ 298

요구하다 ေတာင္းဆုိသည္ 134

요양비 က်န္းမာေရးေစာင့္ေရွာက္စရိတ္ 302

욕을 하다 ဆဲသည္ 110

용접면 ဂေဟေဆာ္ေခါင္းစြပ္ 239

용접봉 ဝရိန္ေခ်ာင္း 146

용접하다 ဂေဟေဆာ္သည္ 145

운반하다 သယ္ယူပို႔ေဆာင္သည္ 147

움직이다 လႈပ္ရွားသည္ 154

원룸 တစ္ဦးေနအိမ္ခန္း 101

원목을 재단하다 သစ္ျဖတ္သည္ 218

위험 장소 경고 သတိ!အႏၱရာယ္ဇံု 358

유급 휴일 လစာတြက္ ပိတ္ရက္ 323

유니폼 ယူနီေဖာင္း 83

유리가 박히다 မွန္စစုိက္သည္ 230

유명하다 နာမည္ၾကီးသည္ 26

유산소 운동을 하다 

ကုိယ္လက္လႈပ္ရွားအားကစားလုပ္သည္
254

유통업 ျဖန္႔ခ်ီေရးလုပ္ငန္း 89

유효 기간 သက္တမ္းကုန္ဆုံးရက္ 287

윷놀이를 하다 ကိုရီးယားရိုးရာ(ယု)ဂိမ္း ကစားသည္ 47

음담패설 ညစ္ညမ္းေသာအသုံးအႏုွန္း 131

음란물 ညစ္ညမ္းဗီဒီယုိႏွင့္ဓာတ္ပံုမ်ား 131

음악 프로그램 ဂီတအစီအစဥ္ 71

의도 ရည္ရြယ္ခ်က္ 130

의사를 표현하다 ဆႏၵ/သေဘာထားကိုေဖာ္ၿပသည္။  134

이(2) 차에 가다 ေနာက္တစ္ဆိုင္ဆက္သြားသည္ 119

인구가 많다 လူေနမႈ ထူထပ္သည္ 26

인구가 적다 လူေနမႈ နည္းပါးသည္ 26

인화성 물질 경고 သတိ!မီးေလာင္လြယ္သည္ 358

일당 ေန႔ခ 314

일륜차 တစ္ဘီးတြန္းလွည္း 182

일시 출국하다 ေခတၱ ျပည္ေတာ္ျပန္သည္ 338

임금 လုပ္အားခ 275

임금을 체불하다 လုပ္အားခၾကန္႔ၾကာသည္ 335

임대 계약서 အိမ္ငွားစာခ်ဳပ္ 347

입고하다 ပစၥည္းေရာက္သည္ 215

어휘 색인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입국 신고서 ျပည္ဝင္သတင္းပို႔စာ 287

입국 심사를 받다 ျပည္ဝင္စစ္ေဆးမႈခံယူသည္ 287

입국 절차 ျပည္ဝင္လုပ္ငန္းစဥ္မ်ား 287

입국이 금지되다 ျပည္ဝင္ခြင့္ပိတ္ခံရသည္ 287

입국하다 ျပည္ဝင္သည္ 287

입원을 하다 ေဆးရံုတက္သည္ 326

ㅈ
자격을 변경하다 ေနထိုင္ခြင့္ဗီဇာေျပာင္းသည္ 350

자격을 부여하다 ေနထိုင္ခြင့္ဗီဇာေပးသည္ 350

자격을 획득하다 ေနထိုင္ခြင့္ဗီဇာရသည္ 350

자르다 ျဖတ္သည္ 143

자유롭다 လြတ္လပ္သည္ 107

자진 출국 각서 

မိမိဆႏၵအေလ်ာက္ ျပည္ေတာ္ျပန္ ခံဝန္ကတိစာ 
347

자진 출국하다 မိမိဆႏၵအေလ်ာက္ ျပည္ေတာ္ျပန္သည္ 350

작동하다 စက္လည္ပတ္သည္ 155

작업복 အလုပ္ခြင္ဝတ္စံု 83

작업장에 배치되다 အလုပ္ခြင္တြင္တာဝန္က်သည္ 287

잡초를 뽑다 ျမက္ႏႈတ္သည္ 194

장해 မသန္မစြမ္းျဖစ္ျခင္း  299

장해 보상금 မသန္မစြမ္းျဖစ္ျခင္းအတြက္ေလ်ာ္ေၾကး 302

재고를 파악하다 ပစၥည္းရွိမရွိစစ္သည္ 215

재다 တိုင္းတာသည္ 158

재입국 허가 신청서 ျပည္ျပန္ဝင္ခြင့္ေလွ်ာက္လႊာ 338

재입국하다 ျပည္ျပန္ဝင္သည္ 338

재해 ထိခုိက္မႈမ်ား 230

저온 경고 သတိ!အလြန္ေအးသည္ 358

저장하다 သိမ္းဆည္းသည္ 215

적재하다 ကုန္တင္သည္ 155

전기 드릴 ေဖာက္စက္ 143

전기 용접기 ဝရိန္စက္ 146

전기 절단기 ျဖတ္စက္ 146

전기난로 (လွ်ပ္စစ္)အပူေပးစက္၊ ဟီတာစက္ 98

전기장판 (လွ်ပ္စစ္)ဟီတာဖ်ာ 98

전선 릴 မီးၾကိဳးေခြ 146

절곡기 ျဖတ္စက္ 149

절단하다 ျဖတ္ေတာက္သည္ 143

절하다 ကန္ေတာ့သည္ 51

점검하다 စစ္ေဆးသည္ 251

접다 ေခါက္သည္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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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ဖာင္တင္ျပီးေၾကာင္းစာရြက္ 266

정 ေစာက္ 149

정리가 잘 되어 있다 စနစ္တက်ရွိသည္ 179

정리하다 စနစ္တက်ထားသည္ 179

정비하다 ျပဳျပင္ထိန္းသိမ္းသည္ 251

제공하다 ပံ့ပိုးေပးသည္ 275

제작하다 ျပဳလုပ္သည္ 158

제조업 ကုန္ထုတ္လုပ္ငန္း 89

조기 귀국하다 သက္တမ္းမျပည့္ဘဲျပန္သည္ 338

조립하다 တပ္ဆင္သည္ 227

조용하다 တိတ္ဆိတ္ျငိမ္သက္သည္ 26

조이다 ၾကပ္သည္ 143

조절하다 ထိန္းညႇိသည္ 158

조정 및 미장 (견출) 작업 

အုတ္စီျခင္းႏွင့္ ဘိလပ္ေျမကုိင္ျခင္း
371

조치를 취하다 ကိုင္တြယ္ေျဖရွင္းသည္ 251

조퇴하다 ရံုးေစာဆင္းသည္ 326

존댓말을 하다 ယဥ္ေက်းစြာေျပာဆိုသည္ 86

존중하다 ေလးစားမႈ ထားသည္ 86

주례 ဘိသိက္္သြန္းျခင္း 62

주문서 ေအာ္ဒါစာ 169

주의하다 သတိျပဳသည္ 251

주택 လုံးခ်င္းအိမ္ 101

줄 တံစဥ္း 149

줄자 ေပၾကိဳး 218

중자 အလယ္အလတ္ဆိုဒ္ 169

증거 သက္ေသ 134

증거를 확보하다 သက္ေသရထားသည္ 133

증명사진 လိုင္စင္ဓာတ္ပံု 266

증인 လူသက္ေသ 134

지급 방법 ေပးသြင္းမည့္နည္းလမ္း 275

지급 심사를 받다 ေပးသြင္းရန္စစ္ေဆးသည္ 302

지급일 ေပးေခ်သည့္ေန႔ 275

지문을 등록하다 လက္ေဗြႏွိပ္သည္ 290

지퍼를 내리다 ဇစ္ဆြဲခ်သည္ 83

지퍼를 올리다 ဇစ္ဆြဲတင္သည္ 83

직각자 ေထာင့္ေပတံ 218

직업병 အလုပ္ေရာဂါ 364

직위 ရာထူး 326

직접 알아보다 အလုပ္ရွာသည္ 298

진단서 ေဆးစာ 302

진료 기록 ေဆးမွတ္တမ္း 301

질병 ေရာဂါ 299

집들이 အိမ္တက္ပြဲ 59

집안 사정 မိသားစုအေျခအေန 338

집어등 ငါးဖမ္းမီးလံုး 206

짜증을 내다 စိတ္တုိသည္ 110

찍어 내다 ပံုစံရိုက္သည္ 227

찐빵 ေပါက္စီ 35

ㅊ
차다/차갑다 ေအးသည္ 35

차례를 지내다 ဘိုးေဘးကန္ေတာ့သည္ 51

착용하다 ဝတ္ဆင္သည္ 239

찰과상을 입다 ထိခုိက္မိသည္ 230

참석하다 တက္ေရာက္သည္ 119

창고 ဂိုေဒါင္ 215

창고 관리 ဂိုေဒါင္ၾကီးၾကပ္ျခင္း 215

채소 ဟင္းသီးဟင္းရြက္ 38

철골 작업 စတီးဖရိမ္ဆင္ျခင္း 370

철근 သံေခ်ာင္းမ်ား 167

철근 작업 သံဖရိန္ တပ္ဆင္မႈ 368

철근을 조립하다 သံေခ်ာင္းတပ္ဆင္ျခင္း 167

청결을 유지하다 သန္႔ရွင္းမႈကုိထိန္းသိမ္းသည္ 254

청구서 ေတာင္းခံလႊာ 302

청첩장 မဂၤလာေဆာင္ ဖိတ္စာ 62

체류 가능 기간 ေနထိုင္ခြင့္ရကာလ 347

체류 기간 ေနထိုင္သည့္ကာလ 347

체류 기간 연장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 347

체류 자격 ေနထိုင္ခြင့္ဗီဇာ 350

체류 자격 외 활동 ေနထိုင္ခြင့္ဗီဇာျပင္ပမွအလုပ္ 350

체류지 입증 서류 လိပ္စာေထာက္ခံခ်က္စာရြက္စာတမ္း 347

체류하다 ေနထိုင္သည္ 347

체육대회 အားကစားျပိဳင္ပြဲ 122

총액 စုစုေပါင္းေငြပမာဏ 311

최고기온 အျမင့္ဆံုး အပူခ်ိန္ 23

최저기온 အနိမ့္ဆုံး အပူခ်ိန္ 23

최저임금 အနိမ့္ဆုံးလစာ 314

추락 사고 မေတာ္တဆျပဳတ္က်ျခင္း 233

추락하다 ျပဳတ္က်သည္ 242

추방되다 ျပည္ႏွင္ခံရသည္ 350

추석 ေကာက္သစ္စားပြဲ 51

380 381



어휘 색인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축사 ဂုဏ္ျပဳစကား 203

축산업 ေမြးျမဴေရးလုပ္ငန္း 203

축의금 မဂၤလာလက္ဖြဲ႕ေငြ 62

축하하다 ဂုဏ္ျပဳသည္ 122

출고하다 ဂိုေဒါင္မွထုတ္သည္ 215

출국 예정 신고서 ျပည္အထြက္သတင္းပို႔စာ 338

출산 휴가 မီးဖြားခြင့္ 323

출입국 관리소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 290

출입금지 အဝင္အထြက္မျပဳရ 358

출입문 ဝင္ထြက္တံခါး 95

출하하다 ပစၥည္းထြက္သြားသည္ 170

충돌하다 တိုက္မိသည္ 242

충분하다 လုံေလာက္သည္ 157

취업 교육을 받다 အလုပ္ခြင္သင္တန္းတက္သည္ 287

취업 절차 အလုပ္ရွာမႈအဆင့္ဆင့္ 278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서 

အလုပ္ကာလသက္တမ္းတိုးေလွ်ာက္လႊာ 
347

취업자 အလုပ္သမား 278

취업하다 အလုပ္ရသည္ 278

치료비 ေဆးကုသစရိတ္ 302

치우다 ရွင္းလင္းသိမ္းဆည္းသည္ 179

친절하다 ေဖာ္ေရြသည္ 26

친척집에 가다 ေဆြမ်ဳိးအိမ္သြားသည္ 51

친해지다 ရင္းႏွီးလာသည္ 122

칠순 အသက္(၇ဝ)ျပည့္ေန႔ 59

칭찬하다 ခ်ီးက်ဴးသည္ 86

ㅋ
캐다 တူးသည္ 194

컨테이너 ကြန္တိန္နာ 215

컨트롤 판넬 ထိန္းခ်ဳပ္စက္ 146

케이팝 ေကေပါ့ပ္ 71

콘크리트 ကြန္ကရစ္ 167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ကြန္ကရစ္ေလာင္းသည္ 167

콤바인 ေကာက္ရိတ္စက္ 191

콩 ပဲ 193

콩국수 ပဲႏုိ႔ေခါက္ဆြဲေအး 35

쾌적하다 လန္းဆန္းလတ္ဆက္သည္ 179

키우다 / 기르다 / 재배하다 စုိက္ပ်ဳိးသည္ 194

ㅌ
토끼 ယုန္ 203

톱 လႊ 143

통발 ပလိုင္း 206

통역 စကားျပန္ 287

통원 치료를 하다 ေဆးခန္းျပသည္ 326

퇴직금 လုပ္သက္ခံစားခြင့္ 311

퇴직하다 အလုပ္ထြက္သည္ 278

튀기다 ဆီတြင္ ႏွစ္ေၾကာ္သည္ 38

ㅍ
파 ၾကက္သြန္ျမိတ္ 38

파내다 ထြင္းသည္ 227

파이프 렌치 ပုိက္ညႇပ္ဂြ 149

파종상자 မ်ဳိးေစ့ျခင္းေတာင္း 191

파편이 튀다 အမႈန္စလြင့္စင္သည္ 242

팥빙수 ေရခဲျခစ္ 35

팥죽 ပဲနီေလးဆန္ျပဳတ္ 35

펜치 ပလာယာ 143

펴다 ျဖန္႔သည္ 143

폐기물 စြန္႔ပစ္ပစၥည္းမ်ား 182

폐백을 드리다 မဂၤလာေဆာင္တြင္ ႏွစ္ဖက္မိဘႏွင့္

ေဆြမ်ဳိးမ်ားကုိ ဂါရဝျပဳသည္
62

폐수 စြန္႔ပစ္ေရ 182

폐유 စြန္႔ပစ္ဆီ 182

포장 작업 ပါကင္ထုပ္ျခင္း 158

폭발 사고 မေတာ္တဆေပါက္ကြဲမႈ 233

폭발성 물질 경고 ေပါက္ကြဲလြယ္ေသာပစၥည္း သတိျပဳ 358

폭발하다 ေပါက္ကြဲသည္ 242

폭행을 하다 ကုိယ္ထိလက္ေရာက္ျပဳသည္ 335

표준 체중을 유지하다 ဝိတ္ထိန္းထားသည္ 254

풀다 ျဖည္သည္ 143

플라이어 ပလာယာ 143

플러그를 뽑다 ပလပ္ၿဖဳတ္သည္ 98

피로연을 하다 ဧည့္ခံပြဲက်င္းပသည္ 62

피해자 ထိခုိက္နစ္နာသူ 86

ㅎ
하객 မဂၤလာပြဲလာ ဧည့္သည္မ်ား 62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စာေမးပြဲ 266

한류 ကုိရီးယားယဥ္ေက်းမႈဂယက္ 71

한복을 입다 ကုိရီးယားရိုးရာဝတ္စံုကိုဝတ္ဆင္သည္ 47

한잔하다 (ေကာ္ဖီ/အရက္)ေသာက္သည္ 119

한적하다 ဆိတ္ျငိမ္ေျခာက္ကပ္သည္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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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턱내다 လိုက္ေကၽြးသည္ 119

합격하다 (စာေမးပြဲ)ေအာင္သည္ 86

합법 체류 တရားဝင္ေနထိုင္ျခင္း 350

해고하다 အလုပ္ျဖဳတ္သည္ 278

핸드카 လက္တြန္းလွည္း 146

허가서 ခြင့္ျပဳစာ 338

호떡 ဌာပနာမုန္႔တစ္မ်ဳိး 35

호미 ေျမဆြတံစဥ္း 191

호스 ပုိက္ 191

호이스트 ပစၥည္း မတင္စက္ 146

홈을 파다 ထြင္းသည္ 218

화가 나다 ေဒါသထြက္သည္ 110

화기금지 မီးမသုံးရ  358

화를 내다 ေဒါသၿဖစ္ၿပီးဆူသည္ 110

화상을 입다 မီးေလာင္ဒဏ္ရာရသည္ 230

화재 사고 မီးေလာင္မႈ 233

화해하다 ျပန္လည္သင့္ျမတ္သည္ 110

확인하다 စစ္ေဆးသည္ 169

환갑 အသက္(၆ဝ)ျပည့္ေမြးေန႔ 59

환기하다 ေလဝင္ေလထြက္ရေအာင္လုပ္သည္ 179

환송하다 လမ္းခြဲႏႈတ္ဆက္သည္ 122

환영하다 ၾကိဳဆိုသည္ 122

환풍기 ေလစုပ္ပန္ကာ 182

회식 ကုမၸဏီညစာစားပြဲ 119

회식을 하다 ကုမၸဏီညစာစားပြဲသြားသည္ 119

휴가를 내다 ခြင့္တင္သည္ 323

휴가를 받다 ခြင့္ရသည္ 323

휴가를 신청하다 ခြင့္တင္သည္ 323

휴가를 쓰다 ခြင့္တင္သည္ 323

휴식 시간 နားခ်ိန္ 275

휴식을 취하다 အနားယူသည္ 254

휴업 급여 အလုပ္မဲ့လစာ 302

휴업하다 စက္ရံုယာယီပိတ္သည္ 335

휴일 근로 시간 ပိတ္ရက္အလုပ္လုပ္ခ်ိန္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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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ㅡ’ 불규칙  ‘ㅡ’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았/었어요 -고 -(으)니까

아프다
နာသည္

ေနမေကာင္းျဖစ္သည္
아픕니다 아파요 아팠어요 아프고 아프니까

예쁘다
လွသည္

ခ်စ္စရာေကာင္းသည္
예쁩니다 예뻐요 예뻤어요 예쁘고 예쁘니까

바쁘다 အလုပ္မ်ားသည္ 바쁩니다 바빠요 바빴어요 바쁘고 바쁘니까

슬프다 ဝမ္းနည္းသည္ 슬픕니다 슬퍼요 슬펐어요 슬프고 슬프니까

고프다 ဆာေလာင္သည္ 고픕니다 고파요 고팠어요 고프고 고프니까

크다 ၾကီးသည္ 큽니다 커요 컸어요 크고 크니까

쓰다 ခါးသည္ 씁니다 써요 썼어요 쓰고 쓰니까

나쁘다 ဆိုးသည္ 나쁩니다 나빠요 나빴어요 나쁘고 나쁘니까

기쁘다
ဝမ္းသာသည္
ေပ်ာ္ရႊင္သည္

기쁩니다 기뻐요 기뻤어요 기쁘고 기쁘니까

잠그다 ေသာ့ပိတ္သည္ 잠급니다 잠가요 잠갔어요 잠그고 잠그니까

쓰다

ေရးသည္
ဝတ္ဆင္သည္
အသုံးျပဳသည္

씁니다 써요 썼어요 쓰고 쓰니까

끄다 ပိတ္သည္ 끕니다 꺼요 껐어요 끄고 끄니까

불규칙 용언 활용표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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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ㄹ’ 불규칙  ‘ㄹ’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세요

살다 ေနထိုင္သည္ 삽니다 살아요 살고 사니까 사세요

팔다 ေရာင္းခ်သည္ 팝니다 팔아요 팔고 파니까 파세요

만들다 ျပဳလုပ္သည္ 만듭니다 만들어요 만들고 만드니까 만드세요

열다 ဖြင့္သည္ 엽니다 열어요 열고 여니까 여세요

놀다 ကစားသည္ 놉니다 놀아요 놀고 노니까 노세요

알다 သိသည္ 압니다 알아요 알고 아니까 아세요

울다 ငိုသည္ 웁니다 울어요 울고 우니까 우세요

걸다 ခ်ိတ္ဆြဲသည္ 겁니다 걸어요 걸고 거니까 거세요

졸다 အိပ္ငုိက္သည္ 좁니다 졸아요 졸고 조니까 조세요

쓸다 လွဲက်င္းသည္ 씁니다 쓸어요 쓸고 쓰니까 쓰세요

 풀다 ျဖည္သည္ 풉니다 풀어요 풀고 푸니까 푸세요

널다 လွန္းသည္ 넙니다 널어요 널고 너니까 너세요

길다 ရွည္သည္ 깁니다 길어요 길고 기니까

멀다 ေဝးသည္ 멉니다 멀어요 멀고 머니까

달다 ခ်ဳိသည္ 답니다 달아요 달고 다니까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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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ㅂ’ 불규칙  ‘ㅂ’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면 -(으)ㄹ 거예요

덥다 ပူသည္ 덥습니다 더워요 덥고 더우면 더울 거예요

춥다 ခ်မ္းသည္ 춥습니다 추워요 춥고 추우면 추울 거예요

쉽다 လြယ္ကူသည္ 쉽습니다 쉬워요 쉽고 쉬우면 쉬울 거예요

어렵다 ခက္ခဲသည္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어려우면 어려울 거예요

맵다 စပ္သည္ 맵습니다 매워요 맵고 매우면 매울 거예요

싱겁다 အရသာေပါ့သည္ 싱겁습니다 싱거워요 싱겁고 싱거우면 싱거울 거예요

가볍다 အေလးခ်ိန္ေပါ့သည္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가볍고 가벼우면 가벼울 거예요

무겁다 အေလးခ်ိန္ေလးသည္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무겁고 무거우면 무거울 거예요

뜨겁다 ပူသည္(ထိေတြ႕မႈ)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뜨겁고 뜨거우면 뜨거울 거예요

차갑다 ေအးသည္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차갑고 차가우면 차가울 거예요

더럽다 ညစ္ပတ္သည္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더럽고 더러우면 더러울 거예요

어지럽다 မူးသည္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어지러우면 어지러울 거예요

시끄럽다 ဆူညံသည္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울 거예요

외롭다 အထီးက်န္သည္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외롭고 외로우면 외로울 거예요

고맙다 ေက်းဇူးတင္သည္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고 고마우면 고마울 거예요

가깝다 နီးသည္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가깝고 가까우면 가까울 거예요

즐겁다 ေပ်ာ္ရႊင္သည္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즐겁고 즐거우면 즐거울 거예요

무섭다 ေၾကာက္သည္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섭고 무서우면 무서울 거예요

아름답다 လွပသည္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울 거예요

그립다 လြမ္းဆြတ္သည္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그립고 그리우면 그리울 거예요

굽다 ကင္သည္ 굽습니다 구워요 굽고 구우면 구울 거예요

줍다 ေကာက္ယူသည္ 줍습니다 주워요 줍고 주우면 주울 거예요

돕다 ကူညီသည္ 돕습니다 도와요 돕고 도우면 도울 거예요

입다 ဝတ္ဆင္သည္ 입습니다 입어요 입고 입으면 입을 거예요

좁다 က်ဥ္းသည္ 좁습니다 좁아요 좁고 좁으면 좁을 거예요

불규칙 용언 활용표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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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 불규칙 ‘ㄷ’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걷다 လမ္းေလွ်ာက္သည္ 걷습니다 걸어요 걷고 걸으니까 걸을 거예요

듣다 နားေထာင္သည္ 듣습니다 들어요 듣고 들으니까 들을 거예요

묻다 ေမးသည္ 묻습니다 물어요 묻고 물으니까 물을 거예요

싣다 ကုန္တင္သည္ 싣습니다 실어요 싣고 실으니까 실을 거예요

깨닫다 သိျမင္လာသည္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깨닫고 깨달으니까 깨달을 거예요

닫다 ပိတ္သည္ 닫습니다 닫아요 닫고 닫으니까 닫을 거예요

받다 လက္ခံရရွိသည္ 받습니다 받아요 받고 받으니까 받을 거예요

믿다 ယုံၾကည္သည္ 믿습니다 믿어요 믿고 믿으니까 믿을 거예요

묻다 ေျမျမႇဳပ္သည္ 묻습니다 묻어요 묻고 묻으니까 묻을 거예요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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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르’ 불규칙  ‘르’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빠르다 ျမန္သည္ 빠릅니다 빨라요 빠르고 빠르니까 빠를 거예요

누르다 ႏွိပ္သည္ 누릅니다 눌러요 누르고 누르니까 누를 거예요

부르다 ေခၚသည္ 부릅니다 불러요 부르고 부르니까 부를 거예요

오르다 တက္သည္ 오릅니다 올라요 오르고 오르니까 오를 거예요

자르다 ျဖတ္သည္ 자릅니다 잘라요 자르고 자르니까 자를 거예요

서투르다 မကၽြမ္းက်င္ျဖစ္သည္ 서투릅니다 서툴러요 서투르고 서투르니까 서투를 거예요

다르다 ကြျဲပားျခားနားသည္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고 다르니까 다를 거예요

마르다

ေျခာက္ေသြ႕သည္
ေရငတ္သည္ 

ပိန္သည္
마릅니다 말라요 마르고 마르니까 마를 거예요

들르다 တစ္ေထာက္ဝင္သည္ 들릅니다 들러요 들르고 들르니까 들를 거예요

모르다 မသိပါ/မသိျဖစ္သည္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고 모르니까 모를 거예요

고르다 ေရြးခ်ယ္သည္ 고릅니다 골라요 고르고 고르니까 고를 거예요

나르다 သယ္ပို႔သည္ 나릅니다 날라요 나르고 나르니까 나를 거예요

불규칙 용언 활용표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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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ㅅ’ 불규칙 ‘ㅅ’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낫다
ျပန္ေကာင္းသည္

သာလြန္ေကာင္းမြန္သည္
낫습니다 나아요 낫고 나으니까 나을 거예요

짓다 တည္ေဆာက္သည္ 짓습니다 지어요 짓고 지으니까 지을 거예요

붓다 ေလာင္းသည္ 붓습니다 부어요 붓고 부으니까 부을 거예요

잇다 ဆက္စပ္သည္ 잇습니다 이어요 잇고 이으니까 이을 거예요

씻다 ေဆးေၾကာသည္ 씻습니다 씻어요 씻고 씻으니까 씻을 거예요

벗다 ခၽြတ္သည္ 벗습니다 벗어요 벗고 벗으니까 벗을 거예요

빗다 ေခါင္းျဖီးသည္ 빗습니다 빗어요 빗고 빗으니까 빗을 거예요

7. ‘ㅎ’ 불규칙 ‘ㅎ’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파랗다 ျပာသည္ 파랗습니다 파래요 파랗고 파라니까 파랄 거예요

하얗다 ျဖဴသည္ 하얗습니다 하얘요 하얗고 하야니까 하얄 거예요

빨갛다 နီသည္ 빨갛습니다 빨개요 빨갛고 빨가니까 빨갈 거예요

노랗다 ဝါသည္ 노랗습니다 노래요 노랗고 노라니까 노랄 거예요

까맣다 မည္းသည္ 까맣습니다 까매요 까맣고 까마니까 까말 거예요

그렇다 ဟုတ္သည္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어떻다 ဘယ္လိုျဖစ္သည္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떻고

좋다 ေကာင္းသည္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 좋으니까 좋을 거예요

놓다 ထားသည္ 놓습니다 놓아요 놓고 놓으니까 놓을 거예요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388 389







ကုိရီးယားဘာသာစကား (၂) 

집필 ေရးသားျပဳစုသူ

김선정 Kim Seon Jung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민경모 Min Kyung Mo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강현자 Kang Hyun Ja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번역 ဘာသာျပန္

Lay Lay Mon  Yonsei University
Aye Aye A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hwe Tim Hoon  Ewha Womans University
Thae Thae Wynee Chit Ewha Womans University

감수 စာစီစာစစ္

Myint Myint Maw  Yango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미얀마어 녹음 ျမန္မာဘာသာျဖင့္ အသံသြင္းသူ

Lay Lay Mon    Yonsei University

보조 집필 လက္ေထာက္မ်ား

최현정 Choi Hyun Jung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ပံုႏွိပ္ရက္စြဲ   ၂ဝ၁၇ ခုႏွစ္၊ ဒီဇင္ဘာလ (၂၅)ရက္ေန့
မူပုိင္ (© 2017)   HRD Korea
ျဖန္႔ခ်ိေရး  HRD Korea
လိပ္စာ   345 Jongga-ro, Jung-gu, 44538 Ulsan, Republic of Korea
စာစီဒီဇုိင္း Design maru

☯    ျမန္မာသင္တန္းသားမ်ားအတြက္ ကိုယ္တုိင္ေလ့လာမႈ အေထာက္အကူျပဳ ကိုရီးယားဘာသာစကား အေျခခံဖတ္စာအုပ္ 
ကိုရီးယားႏုိင္ငံ 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ဌာန၏ မူပိုင္ျဖစ္သည္။

ျမန္မာသင္တန္းသားမ်ားအတြက္ 
ကိုယ္တုိင္ေလ့လာမႈ အေထာက္အကူျပဳ 


